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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n image registration using Triangulation-based Local Transformation
(TLT) applied to the remaining matched points after elimination of the matched points with gross error.
The corners extracted using geometric mean-based corner detector are match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then accepted as initial matched points only when they satisfy the Left-Right Consistency
(LRC) check. We finally accept the remaining matched points whose RANdom SAmple Consensus
(RANSAC)-based global transformation (RGT) errors are smaller than a predefined outlier threshold.
After Delaunay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s (TINs) are created using the final matched points on
reference and sensed images, respectively, affine transformation is applied to every corresponding triangle
and then all the inner pixels of the triangles on the sensed image are transformed to the reference image
coordinate. The proposed algorithm was tested using KOMPSAT-2 images and the results showed higher
image registration accuracy than the RANSAC-based global transformation.
Key Words : interest points, image registration, outlier removal,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riangulation-based local transformation

요약 : 본 논문에서는 정합된 특징점 가운데 과대 오차를 포함한 정합점을 제거한 후에 삼각망 기반 지역

변환(Triangulation-based Local Transformation, TLT)을 이용한 영상 등록 방법을 제안한다. 기하 평균

기반의 코너 검출기를 통해 검출된 코너점에 대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한 코너 정합을

수행하고 임계값 이상의 유사도를 가지는 코너 가운데 좌우 일관성 검사(Left-Right Consistency, LRC)

를 통과한 코너를 1차 정합쌍으로 선정한다. 1차 정합쌍 가운데 RANSAC 기반 글로벌 변환(RANSAC-

based Global Transformation, RGT) 오차가 이상치 임계값보다 작은 정합쌍을 최종 정합쌍으로 결정한

다. 최종 정합쌍 코너를 이용해서 기준 영상과 관측 영상에서 Delaunay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s

(TINs)을 각각 구성한 후에 서로 대응되는 각 삼각형마다 어파인 변환을 수행하고 각 삼각형 내부의 모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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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지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서는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한 영상 간의 비교 분석이 필

수적이다. 두 영상 간의 동일 지점을 일치시키는 영상 등

록(image registration)은 지표의 변화 분석에 필수적인 과

정으로 두 영상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의 검출과 검

출된 특징의 정합, 정합된 특징점을 이용한 영상 변환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징 정합은 크게 영역 기반 방법(area-based method)

과 특징의 공간적인 관계 등을 이용해서 정합하는 특징

기반 방법(feature-based method)(Lowe, 2004)로 크게 구

분된다. 대표적인 영역 기반 방법에는 템플릿 화소의 유

사도를 비교하는 correlation 방법(Althof et al.,1997), 주파

수 영역의 분석 방법인 Fourier 방법(Castro and Morandi,

1987), 두 영상간의 통계적인 의존성 이용하는 Mutual

Information 방법(Viola and Wells, 1997; Suri and Reinartz,

2010; Ye, 2011; Ye, 2014a) 등이 있다.

스테레오 정합에 널리 사용되는 영역 기반의 대표적

인 정합 방식인 상관관계(correlation) 방법은 일반적으로

정합 템플릿 내부의 화소 밝기값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모든 영상 화소에 대해 정합점을 구한다. 모든 영상 화소

에 대한 정합점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관관계 기반

의 정합은 밝기 변화가 적은 영역, 두 영상 가운데 한쪽

영상에만 특징이 존재하는 차폐 영역(occlusion region) 그

리고 건물 지붕의 경계선 등과 같이 고도 불연속이 나타

나는 에지 주변에서 정합 성능이 저하되는 특성을 가진

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합 템플릿의 크기를

가변적으로조절(Kanade and Okutomi, 1994)하거나화소

밝기값 이외에 다수의 특징을 유사도 계산에 동시에 사

용(Ye et al., 2006)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영상 등록의 경우 두 영상 가운데 공통으로 존재하는

일부 특징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밝기 변화가 적은 영

역, 차폐 영역 그리고 고도 불연속이 나타나는 에지 주변

영역 등 영상의 일부 영역에 보다 적합한 정합 방법을 고

안하기 보다는 두 영상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특징점

을 검출하고 검출된 특징점들 가운데 유사도가 높은 정

합쌍만을 영상 등록에 사용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코너는 기하학적 구조 정보와 밝기 변화 정보를 기반

으로 검출되는 특징점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 촬영된 영

상 간에 영상 등록 특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코너를

영상 등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합된 코너들 가운데

유사도가 높은 코너들만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높

은 유사도를 가지는 코너를 사용하더라도 과도한 정합

오차를 가지고 있는 정합쌍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합

오차가 과도한 정합쌍은 이후 영상 등록 과정에서 제외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사도가 높은 코너를 사용하더라

도 영상 전체에 하나의 변환을 적용하여 영상 등록을 수

행하면 영상의 일부 영역에서는 영상 등록 오차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영상을TIN과 같이 다수의 작

은 영역으로 분할하여 각 분할된 영역 마다 각기 다른 영

상 변환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Han et al., 2011; Ye

and Shan, 2014).

Han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영상 변환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모든 정합쌍에 대해 최소자승법(least squares

method)를 적용하고 과도한 변환 오차를 가지는 정합쌍

을제외한나머지정합쌍으로TIN을구성하였다. Ye and

Shan(2014)는 1차 영상 등록 단계에서 RANSAC 방법으

로 과도한 정합 오차를 먼저 제거한 후에 2차 정밀 영

상 등록 단계에서는 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영상 변

환 과정에서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과도한 변환오차

를 가지는 정합쌍을 제외한 나머지 정합쌍으로 TIN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rrelation 기반의 1, 2차

코너 정합을 통해 정합쌍을 구한 후에 영상 변환 단계

에서는 RANSAC 기반의 글로벌 변환을 이용하여 이상

치(outlier)를 제거한 후에 TIN을 구성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영상 등록에 사용되는 특징점 검

출 방법, 특징점 정합 방법, 과대 정합 오차 정합쌍 제거

방법을 소개하고 삼각망 기반 지역 변환 방법을 이어서

소개한다. 제안한 영상 등록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

해 KOMPSAT-2 영상을 이용하여 영상 등록 오차를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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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을 기준 영상 좌표로 변환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KOMPSAT-2 영상에 적용하여 RANSAC 기반 글

로벌 변환보다 우수한 영상 등록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2. 연구 방법

1) 특징점 검출

영상 등록에 사용되는 특징점은 등록 대상 영상간에

기하학적 차이와 방사학적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두 영

상에서 모두 검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이어야 한다. 이

러한 특징점 검출기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Harris

검출기는 식 (1)과 같이 주어지는 그레디언트 행렬 M의

두 고유치 λ1과 λ2를 이용하여 코너 응답 함수 R을 식 (2)

와 같이 정의한다(Harris and Stephens, 1988).

                     M = [ ]                      (1)

    R = λ1λ2 _ k(λ1 + λ2)2 = det M _ k·(trace M)2     (2)

위성 영상의 경우에는 코너 주변에서 밝기값이 연속

적으로 변하는 블러링 현상의 정도가 크며 이 경우

Harris 검출기의경우실제코너위치에서벗어난위치에

서 코너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코너 주변에 블러링 현

상이 존재하는 경우 Harris 검출기에 비해 코너 검출 성

능이 향상된 코너 검출기가 제안되었다(Ye, 2014b). 이

검출기는 식 (3)과 같이 코너 응답 함수가 두 고유치의

기하 평균 λ1 λ2에 비례하고 기하 평균이 같은 조건하

에서는 두 고유치의 상대적인 크기가 커질수록 그 값이

커지는 성질을 가진다.

        C = ( λ1 λ2)3·((2  λ1 λ2 _ λ2)·λ1)·λ1 λ2          (3)

본논문에서는식 (3)의코너응답함수를이용하여각

화소의 코너 응답을 계산하고 영상 전체에 코너가 분포

하도록 일정 크기 영역 안에서 최대 코너 응답 값을 가지

는 화소를 코너로 검출한다.

2) 특징점 정합

관측 영상 IS에서 검출된 특징점에 대응되는 기준 영

상 IR의 특징점을 검출하기 위해 식 (4)와 같이 정의되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두 특징점의 유

사도를 계산한다.

  r (x, y) =    (4)

여기서 µS와 µR은 관측 영상과 기준 영상의 정합 템플릿

내의 화소 밝기값 평균을 의미한다. 관측 영상의 정합 템

플릿과 이에 대응하는 기준 영상의 정합 템플릿 내의 화

소 밝기값이 모두 동일하다면 r (x, y) = 1이 되며, 두 정

합 템플릿 내의 화소 밝기값이 상이할 수록 r (x, y)는 0

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영상의 유사도 계

산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나 템플릿 내의 화소 밝기값

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유사도 값이 최대가 되

는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영역 기반 정합 방법의 단점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합 대상 화소를

밝기 변화가 나타나는 코너로 한정하고 코너 주변에 정

합 템플릿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피할 수 있

다. 더불어 관측 영상의 특징점에서 설정한 정합 템플릿

과 기준 영상의 탐색 영역 내의 정합 템플릿간의 유사도

를 계산한 후에 탐색 영역 내에서 유사도가 최대가 되고

미리 설정한 정합 임계값보다 큰 경우에만 1차 정합쌍

으로 결정한다. 1차 정합쌍 가운데 오정합 화소를 줄이

기위해좌우일관성검사(Left-Right Consistency, LRC)를

수행한다. 즉, 관측 영상의 특징점 pS (i, j)에 대해 1차 정

합된 기준 영상의 화소 pR (k, l)를 중심으로 하는 정합 템

플릿을 설정하고 관측 영상의 탐색 영역에서 1차 정합

방식과 동일하게 2차 정합을 수행하여 유사도가 최대이

고 정합 임계값보다 큰 정합 후보점
_
pS (u, v)를 찾는다.

이때 pR (k, l)와
_
pS (u, v)의 좌표값 오차가 임계값 T보다

작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pS (i, j)와 pR (k, l)를
2차 정합쌍으로 결정한다.

                    ||i _ u|| ≤ T and || j _ v|| ≤ T                      (5)

3) RANSAC 기반 글로벌 변환을 이용한 이상치
(outlier) 제거

특징점 정합 임계값 조건을 만족하고 좌우 일관성 검

사를 통과한 정합쌍 가운데 여전히 일부 오정합쌍이 존

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획득된 정합쌍에 대해 아래 방

법과 같이 글로벌 변환 오차를 검사하여 과도한 오차가

발생한 정합쌍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합쌍을 최종 정합

쌍으로 선택한다.

기준 영상과 관측 영상에서 총 N1개의 2차 정합점 pRi

와 pSi가 각각 식 (6)과 식 (7)과 같이 주어질 때 글로벌 변

환 함수 f에 의한 변환 오차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2차

정합쌍으로 결정된 관측 영상 및 기준 영상의 정합쌍을

I 2x (x, y)
Ix Iy (x, y)

Ix Iy (x, y)
I 2y (x, y)

Σ Σ (IS (m, n) _ µS)(IR (x + m, y _ n) _ µR)
m    n                                                                                              n

Σ Σ (IS (m, n) _ µS)2 Σ Σ(IR (x + m, y _ n) _ µR)2
m    n                                             m    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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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사용하여 RANSAC 기법을 이용하여 식 (8)을 만족

하는 글로벌 어파인 변환 계수G를 구한다.

              pRi = {(xRi, yRi): i = 1, 2, 3, …, N1}                (6)

              pSi = {(xSi, ySi): i = 1, 2, 3, …, N1}                (7)

                       [ ] = [ ][ ]                         (8)

                                  pR = GpS                                    (9)

획득한 글로벌 어파인 변환 계수G를 이용하여 관측

영상의 정합 화소를 기준 영상 좌표로 변환한 후에 변환

된 정합 화소와 기준 영상의 정합 화소의 위치 오차를 식

(10)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이상치 임계값 TO이상의 오

차를 보이는 정합쌍을 제외한 나머지 정합쌍을 최종 정

합쌍으로 결정한다.

E = ||pRi
_ f(pSi)|| 

=   (xRi _ fx (xSi, ySi))2 + (yRi _ fy (xSi, ySi))2          (10)

4) 삼각망 기반 지역 변환(Triangulation-based
Local Transformation, TLT)

RANSAC 기반의 글로벌 어파인 변환 계수는 관측 영

상 및 기준 영상을 단 하나의 변환 계수로 두 영상의 변

환을 기술하기 때문에 영상 내의 위치에 따라 글로벌 어

파인 변환 계수로 충분히 기술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

하고 이런 영역의 화소들은 변환 오차를 수반하게 된다.

하나의 글로벌 변환 계수 대신에 영상 내의 지역적 위치

에 따라 다른 변환 계수를 적용하기 위하여 앞서 획득한

최종 정합쌍을 사용해서 관측 영상 및 기준 영상에서

Delaunay TIN을 구성한다.

최종 정합쌍으로 생성된 총 N2개의 기준 영상에서의

Delaunay TIN의 k번째삼각형의꼭지점pk
Ri와관측영상

의 대응되는 Delaunay 삼각형의 꼭지점 pk
Si가 식 (11)과

식 (12)와 같이 각각 주어질 때 식 (13)을 만족하는 두 삼

각형 간의 어파인 변환 계수Lk를 구한다

    pk
Ri = {(xk

Ri, y
k
Ri): i = 1, 2, 3,  k = 1, 2, 3, …, N2}   (11)

    pk
Si = {(xk

Si, y
k
Si): i = 1, 2, 3,  k = 1, 2, 3, …, N2}    (12)

                       [ ] = [ ][ ]                       (13)

                                  pk
R =Lk pk

S                                 (14)

관측 영상과 기준 영상에서 서로 대응되는 Delaunay

TIN의 각 삼각형은 변환의 기본 단위가 되며 각 삼각형

을 구성하는 관측 영상 및 기준 영상의 꼭지점 pk
Si와 pk

Ri

로 생성된 어파인 변환 계수Lk를 이용하여 관측 영상의

각 삼각형 내부에 존재하는 모든 화소들을 기준 영상 좌

표로 변환한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2010년 6월 22일과 2012년 10

xRi
yR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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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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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perimental KOMPSAT-2 images (a) reference image taken on June 22, 2010 (b) sensed image taken on October 14, 2012.
(a) (b)



월 14일에 아프리카 Chad의 수도 N’Djamena를 촬영한

1m 해상도의 KOMPSAT-2 panchromatic 영상이다(Fig.

1). 약 2년 4개월의촬영시기차이가존재하며영상의좌

측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신축에 따른 변화가 보이며 영

상 곳곳에 관측 영상과 기준 영상 간의 지표 밝기값 차이

가 존재한다.

Fig. 2는 정합 임계값 TM = 0.7, 정사각형 정합 템플릿

의 길이 ST = 17, 이상치 임계값 TO = 3을 적용하였을 때

의 코너 정합 영상의 일부이다. 영상 전체적으로 기하학

적 차이와 분광학적 차이가 많이 존재함을 볼 수 있으며

정합된 코너 주변으로도 관측 영상과 기준 영상의 밝기

값 차이가 많이 발생한 코너들을 볼 수 있다. 총 15,716

개의 초기 코너점에 대해 좌우 일관성 검사를 적용하기

전에는 1,457개(9.27%)가정합되었으며, 좌우일관성검

사를 적용한 후에는 961개(6.11%)의 코너점이 최종 정

합되었다(Table 1).

Fig. 3은 기준 영상의 Delaunay TIN을 기준으로 관측

영상의 Delaunay TIN을 어파인 변환한 영상 위에

Delaunay TIN을구성한결과이다. 정합임계값 TM = 0.7,

정합 템플릿 크기 ST = 17, 이상치 임계값이 TO = 1, 2, 3,

4일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좌우 일관성 검사를 적용한

후 2차 정합쌍으로 결정된 961개의 코너 가운데 이상치

임계값 TO = 1보다 작은 최종 정합쌍 코너의 개수는 363

개(37.77%)가 얻어 졌고 이상치 임계값이 증가함에 따

라 최종 정합쌍에 포함되는 코너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

여 보다 조밀한 삼각망이 생성되었다(Table 2).

Fig. 4는 Fig. 3(c)의 변환 영상을 기준 영상과 겹쳐서

표현한 영상으로 영상 등록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여준

다. 보다 자세한 영상 등록 결과를 보기 위하여 Fig. 4의

두 부분을 확대한 영상은 Fig. 5와 같다. 두 영상의 중심

Image registration using outlier removal and triangulation-based loc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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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tching result over a region in the test imagery (TM = 0.7, ST = 17) (a) reference image (b) sensed image.
(a) (b)

Table 1. The number of matched corners before and after left-right consistency (LRC)

No. of initial corners
Before LRC After LRC

No. of matched corners Ratio (%) No. of matched corners Ratio (%)
15716 1457 9.27 961 6.11

Table 2. The number of matched corners after outlier removal
Outlier threshold TO No. of matched corners after LRC No. of matched corners after outlier removal Ratio (%)

1 961 363 37.77
2 961 678 70.55
3 961 779 81.06
4 961 840 87.41



부분에 위치한 건물 경계선 부분의 연속성을 볼 때 만족

할 만한 영상 등록 결과가 얻어졌다고 판단된다.

관측 영상 및 기준 영상에서 총 20개의 정합 제어점을

수작업으로 추출하고, 변환된 각 관측 영상과 기준 영상

에서 이들 정합 제어점의 위치 오차를 계산하였다.

Table3은 Fig. 3의 각 변환 결과 영상에 대한 영상 등록 정

확도를보여준다. RANSAC 기반글로벌변환(RANSAC-

based Global Transformation, RGT)의 위치 오차는 이상

치 임계값 TO에 상관없이 정합 임계값 TM = 0.7과 정합

템플릿 크기 ST = 17에 의해 결정되는 값으로 1.060이 얻

어졌다. 반면 삼각망 기반의 지역 변환(Triangulation-

based Local Transformation, TLT)의 경우 이상치 임계값

TO가 커질수록 영상 등록 오차도 0.733에서 0.350까지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0, No.6, 2014

–792–

Fig. 3. The result of warping all the triangles in the sensed image to those in the reference image and Delaunay TIN generation(TM =
0.7, ST = 17) (a) Outlier threshold TO = 1 (b) TO = 2 (c) TO = 3 (d) TO = 4.

(c)

(a) (b)

(d)

Fig. 4. Checkerboard mosaicked image of the warped image
in Fig.3(c) and reference image.



낮아졌음을볼수있다. 이는Table 2의결과에서알수있

듯이 이상치 임계값이 커질수록 삼각망 생성에 사용되

는 코너의 개수가 증가하고 삼각형에 포함되는 영역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작아지면서 삼각형 내부 영역의 영

상 등록 오차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도시 지역의 고해상도 영상에서는 건물의 기복 변위

로 인해 글로벌 변환을 적용할 경우 정확히 정합된 제어

점도 글로벌 변환 오차는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즉,

RANSAC 기반 글로벌 변환 위치 오차는 글로벌 변환에

대한 상대적인 오차이며 실제 정합쌍의 위치 오차는 정

합 단계에서 결정되며 추출한 20개의 정합 제어점에 대

한 Table 3의 삼각망 기반 지역 변환의 영상 등록 오차를

볼 때 삼각망을 구성하는 정합쌍의 위치 오차도 매우 작

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정합 템플릿의 크기는 정합된 코너의 위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고 정합된 코너를 이용하는 영상 등록의 정

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Fig. 6은 이상치 임계값 TO = 3

인 조건에서 정합 템플릿의 크기에 따른 삼각망 기반 지

역 변환의 영상 등록 오차와 RANSAC 기반 글로벌 변환

의영상등록오차의변화를보여준다. RANSAC 기반글

로벌 변환의 영상 등록 오차는 정합 템플릿 크기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1.060에서 1.606의 범위 내에서

변하는 반면에, 삼각망 기반 지역 변환의 영상 등록 오차

는 정합 템플릿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ST = 17일 때 최소값 0.350이 되고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합 템플릿의 크기가 다

양하게 변하는 조건에서 삼각망 기반 지역 변환이

RANSAC 기반 글로벌 변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영

상 등록 오차를 보였으며 적절한 정합 템플릿 크기가 선

택이되면보다작은영상등록오차를보임을알수있다.

Image registration using outlier removal and triangulation-based loc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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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gistration errors of the Triangulation-based Local
Transformation(TLT) and RANSAC-based Global
Transformation(RGT) (TM = 0.7, ST = 17, TO = 3).

Fig. 5. The enlarged sub-images of the checkerboard mosaicked image in Fig 4.
(a) (b)

Table 3. Registration accuracies of the Triangulation-based
Local Transformation(TLT) and RANSAC-based
Global Transformation(RGT)

Outlier threshold TO TLT RGT
1 0.733 1.060
2 0.491 1.060
3 0.350 1.060
4 0.350 1.060



Fig. 7은 이상치 임계값이 TO = 1, 2, 4일 때의 삼각망

기반 지역 변환의 영상 등록 오차와 RANSAC 기반 글로

벌 변환의 영상 등록 오차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상치 임

계값이 TO = 3일 때의 앞의 결과에 유사하게 정합 템플

릿의 크기가 다양하게 변하는 조건에서 삼각망 기반 지

역 변환이 RANSAC 기반 글로벌 변환에 비해 상대적으

로 작은 영상 등록 오차를 보였으며 정합 템플릿 크기 ST

가 11에서 17의 범위에 속할 때,보다 작은 영상 등록 오

차를 보임을 알 수 있다.

Fig. 8은정합템플릿크기변화에따른삼각망기반지

역 변환이 이상치 임계값 TO = 3을 적용한 경우와 이상

치 임계값을 적용하지 않고 2차 정합쌍으로 결정된 코

너들을 모두 사용한 경우, 그리고 RANSAC 기반 글로벌

변환의 영상 등록 오차를 보여준다. 이상치 임계값 TO =

3을 적용한 경우와 달리 이상치 임계값을 적용하지 않

는 삼각망 기반 지역 변환의 경우 정합 템플릿 크기가 상

대적으로 작은 경우(ST = 7, 11, 13)일 때는 RANSAC 기

반 글로벌 변환보다 큰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는 정합 창

틀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정합된 코너들 가운데 정합 오

차가 큰 화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 화소들이

영상 등록 오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이다. 반면에 이상치 임계값 TO = 3을 적용한 경우에는

Table2에서 보인 바와 같이 총 961개의 정합점 가운데 이

상치 임계값 TO = 3보다 작은 779개(81.06%)의 정합점

만을 사용하여 영상 등록에 사용하기 때문에 정합 오차

가 큰 정합쌍은 이상치 임계값 적용을 통해 영상 등록 과

정에서 제외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사도가 높은 코너 정합쌍을 선택하

고 선택된 코너 정합쌍을 이용하여 삼각망 기반 지역 변

환을 수행하는 영상 등록 방법을 제안하였다. 코너 검출

기로추출한코너에대해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1차 코너 정합쌍을 구하고 좌우 일관성 검사

를 통과한 코너 정합쌍을 2차 정합쌍으로 선정하였다. 2

차 정합쌍 가운데 글로벌 변환 오차가 이상치 임계값보

다 작은 경우에 최종 정합쌍으로 선정하고 이들 최종 정

합쌍을 이용하여 삼각망 기반 지역 변환을 수행하여 영

상 등록을 수행하였다.

RANSAC 기반 글로벌 변환의 경우 정합 템플릿의 크

기 변화에 따라 1.060에서 1.606의 범위 내의 영상 등록

오차를 보인 반면에, 이상치 임계값을 적용하지 않고 최

종 검출된 정합쌍을 모두 이용하여 삼각망 기반 지역 변

환을 적용할 경우에는 정합 창틀의 크기가 작은 경우(ST

= 7, 11, 13)에서는 RANSAC 기반 글로벌 변환보다 큰

오차가 발생했고 그 외의 정합 창틀 크기에서는 유사하

거나 작은 영상 등록 오차가 발생했다.

이상치 임계값을 적용한 삼각망 기반 지역 변환의 영

상 등록 오차는 정합 템플릿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일정 크기 이후에서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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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gistration errors of the Triangulation-based Local
Transformation(TLT) according to outlier threshold TO =
1, 2, 4 and RANSAC-based Global Transformation
(RGT).

Fig. 8. Registration errors of the Triangulation-based Local
Transformation(TLT) with outlier threshold and without
outlier threshold TO = 3 and RANSAC-based Global
Transformation (RGT).



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RANSAC 기반 글로벌 변

환 보다는 항상 작은 오차 범위를 유지하였다. 특히 정합

창틀의 크기 ST가 11에서 17의 범위에 속할 때, 이상치

임계값을적용한모든경우에최대 0.771에서최소 0.350

의 오차를 보여 RANSAC 기반 글로벌 변환의 최소 오차

1.060보다 더 작은 영상 등록 오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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