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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 method for designing circular template used in similarity measurement
for image registration. Circular template has translation and rotation invariant property, which results in
correct matching of control points for image registration under the condition of translation and rotation
between reference and sensed images. Circular template consisting of the pixels located on the multiple
circumferences of the circles whose radii vary from zero to a certain distance, is converted to two-
dimensional Discrete Polar Coordinate Matrix (DPCM), whose elements are the pixels of the circular
template. For sensed image, the same type of circular template and DPCM are created by rotating the
circular template repeatedly by a certain degree in the range between 0 and 360 degrees and then similarity
is calculated using mutual information of the two DPCMs. The best match is determined when the mutual
information for each rotation angle at each pixel in search area is maximum. The proposed algorithm was
tested using KOMPSAT-2 images acquired at two different times and the results indicate high accurate
matching performance under image r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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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에서는 영상 등록을 위한 유사도 계산에 사용되는 원형 템플릿의 설계 방법을 제안한다. 원

형 템플릿은 영상의 이동 및 회전 변환에 불변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준 영상 및 관측 영상 사이에 이동 및

회전 변환이 존재하더라도 영상 등록 제어점을 정확하게 정합하는 장점이 있다. 기준 영상의 제어점을 중심

으로 일정한 거리 이내에 다수의 원주를 구성하고 각 원주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하는 화소들로 이루어

지는 원형 템플릿을 생성하고 이를 이차원 이산 극좌표 행렬(Discrete Polar Coordinate Matrix, DPCM)

으로 구성한다. 관측 영상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원형 템플릿을 생성하고 탐색 범위 내의 각 위치에서 관측

영상의 원형 템플릿을 0도에서 360도 범위 내에서 일정 각도 간격으로 회전시키면서 극좌표 행렬을 생성하

고 기준 영상의 극좌표 행렬과의 유사도를 Mutual Information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탐색 범위 내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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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동일 대상을 촬영한 두 영상 간의 화소 대 화소 대응

점을 결정하는 영상 등록은 원격 탐사 분야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영상 등록은 동일

대상을 촬영한 영상들 간의 변화 탐지, 객체 인식 등 다

양한분석을위한전처리과정으로,영상비교를위해필

수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이다. 특히 영상 등록에서 두 영

상의 특징점 유사도를 결정하는 방법은 영상 등록의 정

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이다.

두 영상의 유사도를 결정하는 영역 기반의 일반적인

방법은 Sum of Square Difference (SSD)와Normalized Cross

Correlation(NCC)의 방법이 있으며 NCC 방법의 경우

선형적인 밝기 변화에 불변한 특성으로 인해 스테레오

정합 등의 유사도 계산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

러나 영상의 밝기값이 비선형적인 변화를 포함한 경우

에는 올바른 정합점을 찾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Hel-Or

et al., 2011). 반면에Mutual Information은 유사도 계산에

사용되는 화소 영역이 일정 크기 이상일 때 안정성이 확

보되는 제약 조건이 있으나 비선형적인 밝기 변화에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 의료 영상 분야에서 최초로 사용된

이후로 원격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상 등록을 위한

유사도 계산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Maes et al., 1997;

Viola and Wells, 1997; Cole-Rhodes et al., 2003; Suri and

Reinartz, 2010; Ye, 2011).

영역 기반의 유사도 계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

사각형 형태의 템플릿은 기준 영상과 관측 영상 간에 회

전 변환이 존재하는 경우,템플릿에 포함되는 영역이 기

준 영상과 관측 영상에서 동일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다. 영상 회전 변환 조건에서도 템플릿에 포함되는 영역

을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원형 템플릿을 설정하

고 원형 템플릿 내부에 존재하는 밝기값 혹은 에지 등과

같은 특징 요소들이 영상 회전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기술(description) 방법이 필요하다.

Kang et al.(2004)이제안한 invariant polar representation

방법은 원형 템플릿 내에서 원 위에 45˚간격으로 총 8개

의 극점을 선택하고 각 극점에서 180˚반대쪽 극방향으

로 진행하면서 일정 거리 위에 존재하는 특징의 개수를

일차원 배열에 순차적으로 누적하여 특징 배열(feature

array)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원 위의 45˚간격

으로 놓은 8개의 극점에서 원의 중심 방향으로 진행하

여 반대편 극점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 거리에 따른 특징

의 개수를 8방향 모두에 대해 누적하기 때문에 특징 배

열에 누적된 특징의 개수는 원형 템플릿 내에 존재하는

특징이 회전되어도 일정하다. 이 방법은 단순한 형태를

가지는 이동 객체의 추적을 위한 특징 기반의 묘사 방법

으로 영상 등록을 위한 제어점의 정합을 위해서는 영역

기반의 정밀한 원형 템플릿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이동 및 회전 변환에 불변한 원

형 템플릿을 설계하고 이를 Mutual Information 기반의

유사도 계산 방법과 결합한 정합 방법을 소개한다. 먼

저 원형 템플릿에 속하는 원주 위에 존재하는 화소를 이

차원 이산 극좌표 행렬로 변환하여 직사각형의 이차원

형태로 재배열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이차원 이산 극좌

표 행렬를 Mutual Information과 결합하여 유사도를 계

산하는 방법을 이어서 소개한다 . 제안하는 Mutual

Information 기반의 원형 템플릿의 정합 성능을 검증하

기 위해 서로 다른 시기에 획득한 KOMPSAT-2 영상에

대한 실험을 통해 영상의 회전에 따른 정합 성능의 변화

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1) 2차원 이산 극좌표 행렬(2D Discrete Polar Coordinate
Matrix)

영역 기반의 영상 정합에서는 기준 영상과 관측 영상

간의 동일점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합 템플릿 형

태(matching template shape)과유사도계산척도(similarity

metric)을 결정해야 한다. 영상 정합 시 템플릿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정사각형 형태가 간단한 구현 방식으로 인

해 많이 사용되나 기준 영상과 관측 영상 간의 동일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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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회전 각도에 대한 Mutual Information이 최대가 되는 화소를 정합쌍으로 결정한다. 제안한 알고리

즘은 서로 다른 두 시기에 촬영한 KOMPSAT-2 영상에 적용하여 영상의 회전 변화 조건하에서 우수한 정

합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변 영역이 회전 변환에 의해서 형태가 달라지면 유사도

계산시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영상 회전에 불변

한정합템플릿을구현하기위해서는원형(circular shape)

의 정합 템플릿 생성이 필수적이나, 정사각형 형태의 정

합 템플릿보다 구현 방식이 쉽지 않아 영상 정합 방법으

로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원형의 정합 템플릿을 설계

하기 위해서는 정합 템플릿 중심점 주변에 원형의 템플

릿 영역을 설정하고 이 영역 안에 속하는 화소들을 일정

한 기준에 따라 재배열해야 한다. 원형 템플릿에 속하는

화소를 극좌표(polar coordinate) 표현 방식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형태로 재배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준 영상의 정합 템플릿 중심 화소 (xc, yc)를 원점으

로 하고 반지름이 rk1인 원주 위에 놓인 화소 IR(xp, yp)의

극좌표 표현은 IR(rk1, θk2)로 표현되고 xp와 yp는 다음과 같

이 주어진다(Fig.1).

                        xp = xc + rk1·cos(θk2)                          
(1)

                         yp = yc + rk1·sin(θk2)

여기서

                    θk2 = ·k2 (0 ≤ θk2 < 2π)                      (2)

식 (2)의 상수 T는 같은 원주 위에 놓이는 화소의 간격

을 결정하는 상수로 값이 커질수록 보다 많은 수의 화소

들이 원주 위에 놓이게 된다. 식 (1)의 rk1이 결정되면 유

사도 계산에 사용되는 정합 템플릿의 크기가 결정이 되

고, 유사도 계산에 실제 사용되는 화소 IR(rk1, θk2)는 rk1과

상수 T가 결정된 후에 최종 결정된다.

기준 영상의 정합 템플릿에 속하는 화소 집합 PR과 관

측 영상의 정합 템플릿에 속하는 화소 집합 PS는 각각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PR = {IR(rk1, θk2)|k1 = 0,1,2,…, N1, k2 = 0,1,2,…, N2}     (3)

    PS = {IS(rk1, θk2)|k1 = 0,1,2,…, N1, k2 = 0,1,2,…, N2}     (4)

기준 영상의 화소 집합 PR은 중심 위치가 (xc, yc)이고

반지름이 rk1인 원주 위의 에 위치하는 화소의 밝기값

IR(rk1, θk2)를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각 rk1에 대해 θk2에 따

라 N2개의 화소로 구성된다. Fig. 2는 식 (2)에서 상수 T

= 4이고 식 (3)에서 N1 = 2이고 N2 = 8인 경우의 화소 집

합 PR에 속하는 화소들을 나타낸다. 즉, 중심 화소 IR(r0,

θ0)를 회전의 중심으로 하고 식 (5)와 같이 θk2를 π/4간격

으로 원주 위로 회전시키면 각 원주 위에 8개의 화소들

이 구성된다.

              θk2 = ·k2 (k2 = 0,1,2,3,4,5,6,7)               (5)

식 (3)과 식 (4)의 화소 집합 PR과 PS에 대해 중심에서

의 거리 rk1과 회전각 θk2를 열과 행으로 하는 2차원 이산

극좌표 행렬(Discrete Polar Coordinate Matrix, DPCM)를

식 (6)과 식 (7)과 같이 정의 한다.

π
4

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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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pixels belonging to the set PR in the case
of T = 4, N1 =2, and N2 = 8.

Fig. 1. Polar coordinate representation of a pixel IR(rk1, θk2) in
the reference image.



MR = (6)

MS =  (7)

이산 극좌표 행렬 MR과 MS는 영상 회전에 대해 행렬

내의 화소들의 위치는 변경되나 기존 화소가 삭제되거

나 새로운 화소가 추가되지 않는다. Fig. 2에서 기준 영상

이시계방향으로 π/4만큼회전하게되면집합 PR에속하

는 화소들의 위치는 Fig. 3과 같이 변환된다. 이 경우 회

전 이전의 이산 극좌표 행렬 MR과 회전 후의 이산 극좌

표 행렬 M’R은 식 (8)과 식 (9)와 같이 주어진다. 행렬 M’R
은 행렬 MR의 첫 번째 열이 마지막 열로 이동되고 나머

지 열은 왼쪽으로 한 열씩 이동하는 형태로 변환이 된다.

이와 같이 이산 극좌표 행렬은 영상의 회전 이후에도 열

의 위치만 바뀌고 행렬을 구성하는 요소 자체는 변화하

지 않는 성질은 가진다. 영상 회전에 대한 이산 극좌표

행렬 구성 요소의 불변 성질은 Mutual Information과 같

은 화소 밝기값 히스토그램에 기반한 영상 유사도 계산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MR =    (8)

 
M’R =   (9)

2) 2차원 이산 극좌표 행렬을 이용한 Mutual Information
계산

기준 영상과 관측 영상의 이산 극좌표 행렬 MR과 MS

에 대한Mutual Informatio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I(MR, MS) = H(MR) + H(MS) _ H(MR, MS)     (10)

여기서

              H(MR) = _ pMR (a)·log pMR (a)              (11)

              H(MS) = _ pMS (b)·log pMS (b)              (12)

   H(MR, MS) = _ pMR MS (a, b)·log pMR MS (a, b)  (13)

식 (11)과 (12)에서 a와 b는 기준 영상과 관측 영상의

이산 극좌표 행렬 MR과 MS 각 항의 화소 밝기값을 의미

한다. pMR (a)와 pMS (b)는marginal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고 pMR MS (a, b)는 joint probability mass function으로 다

음과 같이 계산한다.

                             PMR(a) =                             (14)

                             PMS(b) =                             (15)

                      PMR MS(a, b) =                       (16)

여기서 h(a)와 h(b)는 각각 행렬 MR과 MS의 화소 밝기

값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의미한다. 화소 밝기값이 8 비

트 영상인 경우 a∈[0,255], b∈[0,255]의 범위를 가진

다. 행렬 MR과 MS의 joint histogram인 h(a, b)는 행렬 MR

과 MS의 i번째 행, j번째 열에 위치한 화소 밝기값을 각

각 MR(i, j), MS(i, j)라 할 때, a = MR(i, j)를 행의 위치, b =

MS(i, j)를 열의 위치로 하는 h(a, b)의 항의 빈도수를 계

산하여 구한다. 예를 들면, (i, j) = (0, 0)의 위치에서 a =

MR(0, 0) = 124, b = MS(0, 0) = 143이면 h(124, 143)의 값

은초기값 0에서 1로증가된다. 이와같은방식으로모든

(i, j)위치에서의 MR(i, j), MS(i, j)값을 조사하여 h(i, j)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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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the pixels in Fig. 2 after the reference
image is rotated π/4 clockwise.



결정한다.

기준 영상의 제어점 IR(xc, yc)에 대응하는 관측 영상의

제어점을 찾는 정합 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준 영상의 제

어점 IR(xc, yc)를 중심으로 원형 템플릿을 설정하기 위해

서 행렬 MR의 행 방향 길이 N1, 원주 위에 놓이는 화소

개수 N2를 결정한다. N2의 값은 식 (2)의 T에 따라 결정

된다. 식 (2)에서 θk2의 범위가 0 ≤ θk2 < 2π이므로 k2에 대

해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0 ≤ θk2 =  ·k2 < 2π                       (17)

식 (17)에서 π를 소거하면 k2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0 ≤ k2 < 2T (k2: integer)                     (18)

즉, k2의 개수는 T값의 두 배가 되며, 따라서 원주 위

에 놓이는 화소 개수 N2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N2 = 2T                                   (19)

관측 영상의 대응점 IS(xc + xt, yc + yt)에 대해 탐색 범위
_W ≤ xt ≤ W, _W ≤ yt ≤ W내에서 기준 영상 MR의 정합

템플릿과 동일한 조건의 행렬 MS를 구성하고 회전 각도

탐색 범위도 관측 영상의 회전 각도 θS에 대해 θT1 ≤ θS ≤

θT2과 같이 일부 회전 구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Fig. 4와 같이 위치와 회전에 대한 탐색 범위 내에서

관측 영상의 정합 템플릿을 이동시키면서 기준 영상과

관측 영상의 이산 극좌표 행렬 MR과 MS의 Mutual

Information을 식 (10)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식 (20)과 같

이 Mutual Information이 최대가 되는 이동 변환 매개변

수(translation transform parameter) p*를 구한다.

    p* = argmax MI(MR, MS(p, θk2))   (p = (xi, yt)T)   (20)

3.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일본의 동북부 센다이 지역을

촬영한 KOMPSAT-2 panchromatic 위성 영상으로 지진

해일 발생 전인 2008년 6월 17일과 지진 해일 발생 후인

2011년 3월 14일에 촬영되었다(Fig. 5). 2008년 6월 영상

을 기준 영상으로, 2011년 3월 영상을 관측 영상으로 삼

아 두 영상에서 정합에 사용할 제어점을 두 가지 유형으

로 선정하였다. 먼저 기준 영상과 관측 영상의 제어점 주

변에 밝기 변화가 비교적 적은 첫 번째 유형(Case 1)에서

10개의 제어점을 추출하였고, 침수로 인해 관측 영상의

제어점 주변에 기준 영상과 비교해서 밝기 변화가 비교

적 많이 발생한 두 번째 유형(Case 2)에서 10개의 제어점

을 추출해서 두 유형에서 총 20개의 제어점을 추출하였

다(Fig. 5).

Fig. 6은 Case 1에 속하는 제어점(CP4)이며 원형 템플

π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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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tching process of the circular template (a) matching template region in the reference image (b) matching template in the
sensed image.

(a) (b)



릿 내부에 포함되는 주변 화소들의 밝기값 변화가 기준

영상과 관측 영상에서 비교적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 반

면에 Fig. 7은 Case 2에 속하는 제어점(CP17)이며 관측

영상에서 제어점 주위와 우측 영역에 침수로 인해 기준

영상에 비해 밝기값 변화가 많이 발생된 경우이다.

기준 영상에 대해 회전된 관측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

관측 영상을 10˚간격으로 90˚까지 회전하면서 총 9개의

회전된 관측 영상을 생성하였다. Fig. 8은 회전된 관측 영

상 가운데 30˚ 및 60˚ 회전된 예를 보인다. 정합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측 영상의 회전과 더불어 초기에 추

출된 20개의 관측 영상의 제어점도 관측 영상 회전과 함

께 회전하여 변환된 좌표를 획득하였다.

원형 템플릿의 크기와 정합 탐색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원형 템플릿의 반지름 길이에 해당하

는 행렬 MR과 MS의 행 방향 길이는 N1 = 300으로 설정

하였다. 즉, 원형 템플릿의 지름 위에는 총 2·N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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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Komspat2 satellite images over Sendai, Japan (a) reference image taken on June 17, 2008 (b) sensed image taken on March
14, 2011.

(a) (b)

Fig. 6. Control point CP4 (Case 1) (a) reference image (b) sensed image.
(a) (b)



601개의 화소가 놓이게 된다. 행렬 MR과 MS의 열 방향

길이 N2는 T = 180으로 설정하여 식 (19)에 따라 N2 =

2·T =360이 되고 이는 원주 위로 1˚간격으로 총 360개

의 화소를 선정하게 된다. 관측 영상의 탐색 범위는 W =

30, 각도 탐색 범위는 영상 회전 각도 θS에 대해 θS
_ 30˚

≤ θS ≤ θS + 30˚로 설정하였다.

먼저 원형 템플릿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의

회전이 없는 Fig. 5의 기준 영상과 관측 영상을 이용하여

제어점 정합을 수행하였다. Fig. 9는 첫 번째 제어점CP1

에 대한 Mutual Information을 계산한 결과로 최대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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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trol point CP17 (Case 2) (a) reference image (b) sensed image.
(a) (b)

Fig. 8. Examples of rotated sensed images (a) 30˚ rotation (b) 60˚ rotation.
(a) (b)

Fig. 9. Mutual Information result of circular template matching
for the control point CP1.



MImax = 0.355207이다. Fig. 10은 전체 20개의 제어점에

대한 원형 템플릿을 이용한 정합 결과를 보여준다. Case

1은 기준 영상과 관측 영상의 제어점 주변에 밝기 변화

가 비교적 적은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10개의 제어점들

을 의미하고 Case 2는 관측 영상의 제어점 주변에 기준

영상과 비교해서 밝기 변화가 비교적 많이 발생한 10개

의 제어점들을 의미한다. 제어점들의 오차 분포는 대부

분 단위 원 안에 분포되고 단위 원 밖에 분포하는 제어점

들은 주로 오차 평면의 제3사분면에 분포한다.

Table 1과 Table 2는 정사각형 템플릿 정합과 원형 템

플릿 정합의Case 1과Case 2의 유형별 제어점들의 행 방

향, 열 방향 오차를 보여준다. 정사각형 템플릿 정합(Ye,

2011)에 비해 원형 템플릿 정합의 경우가 Case 1과 Case

2 유형 모두에서 행 방향 오차는 유사하고 열 방향 오차

의 경우는 보다 작은 결과를 보인다. 원형 템플릿의 경우

이산 극좌표 행렬 생성시 템플릿 중심에서 가까운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행렬 요소 중 일부는 인접한 행렬 요소

의밝기값과동일한밝기값이중복되어할당이된다. 즉,

원형 템플릿 중심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원형 템플

릿 중심에 가까울수록 화소들이 극좌표 행렬 요소에 보

다 많이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Mutual Information 계산

과정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속하는 화소들은 거리에 따

른 가중치 효과가 반영이 되어, 거리에 따른 가중치 설정

이 없는 정사각형 템플릿 정합 방법보다 다소 우수한 정

합 성능이 얻어졌다고 판단된다. 한편, 두 정합 방법 모

두Case 1이 밝기 변화가 비교적 많은Case 2보다 정합 오

차가 작음을 알 수 있다.

Fig. 11은원형템플릿반지름크기 N1에따른행방향,

열 방향 정합 오차의 변화를 보여준다. N1이 100보다 작

은 경우에는 N1이 증가하면 정합 오차가 대체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나 일부 구간에서는 오차가 다시 증가하

는 경향도 함께 나타난다. N1이 100보다 큰 경우에는 대

체로 Table 2의 정합 오차와 유사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

향을 보인다.

Fig. 12는 10˚간격으로 90˚까지 회전된 관측 영상에

대한 각 제어점들의 원형 템플릿 정합 오차를 나타낸다.

Case 1의 경우가Case 2의 경우에 비해 오차 분포가 단위

원 중심으로 보다 밀집되는 경향을 보인다. 영상 회전 각

도에 따라 정합 오차 분포는 영상 회전 정도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회전되는 경향을 보이나, 전체 정합 오

차는 영상 회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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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tching errors of circular template method according
to template radius N1.

Fig. 10. Matching errors of the 20 control points for circular
template matching.

Table 1.  Matching errors of 601 × 601square template method
Control Points(CP) Row Error (mean) Column Error (mean)
10 CPs (# 1 ~ #10) 0.517 0.706
10 CPs (#11 ~ #20) 0.800 0.989

20 CPs (Total) 0.659 0.847

Table 2. Matching errors of circular template method
Control Points(CP) Row Error (mean) Column Error (mean)
10 CPs (# 1 ~ #10) 0.517 0.606
10 CPs (#11 ~ #20) 0.777 0.690

20 CPs (Total) 0.647 0.648



10의 영상 회전이 없는 원형 템플릿 정합 결과에서 단위

원 밖에 위치하는 오차의 분포는 오차 분포 평면의 제3

사분면에 주로 분포한다. 이는 관측 영상에서 정합 제어

점을 좌표 평면의 원점으로 삼았을 때, 정합 제어점의 좌

표에 대해 행 방향, 열 방향으로 오차 만큼 부족한 좌표

에 정합이 되는 것으로 오차를 가진 제어점들이 영상 좌

표평면에서는제2사분면에주로분포함을의미한다. 이

경우 영상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영상 좌표 평

면의 제2사분면에 분포하는 제어점들의 오차는 행 방향

으로는 증가하고, 열 방향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게 된다. 영상의 회전이 더욱 커서 이들 제어점들이 영상

좌표 평면의 제1사분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행 방향으로는 오차가 감소하고 열 방향으로는 오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즉, 영상 회전에 따라 행

방향 오차, 열 방향 오차가 증가 또는 감소하나 전체적으

로는 영상 회전에 따라 오차가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

영상 회전에 따라 행 방향 및 열 방향 오차가 동시에

변하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영상 회전 각도에 따

라 20개 제어점들의 행 방향 및 열 방향 오차의 평균을

구하였다. Fig. 13에서 사각형은 행 방향 오차 평균을, 원

은 열 방향 오차 평균을 나타낸다. 회전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로 영상 좌표 평면의 제2사분면에 존재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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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atching errors of the control points according to the rotation of the sensed image.



어점들의 오차에 의해 행 방향 오차는 대체로 증가하다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열 방향 오차는 대체로 감소

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13에서 마름모는

각 회전 각도 θr에 대해 행 방향 오차와 열 방향 오차 평

균 mave(θr)을 나타내고, 오차 평균 mave(θr)은 영상 회전 각

도에 따라 다소의 변동을 보이나 최소값은 0.648 화소,

최대값은 0.829 화소 범위 내에 속한다. 영상 회전 각도

전체 구간에 대한 오차 평균 mave(θr)의 평균 mT은 다음과

같다.

                   mT = mave(θr) = 0.704                   (21)

Goshtasby (2012)는 총 11개의 대표적인 point detector

들의 위치 오차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나의 실험 영상을

시계방향으로 10˚회전한 영상을 생성한 후에 원영상과

회전 영상에서 검출된 제어점들의 위치 오차를 비교하

였다. 이 가운데 부화소 정확도 측정 방식 사용으로 인해

다른 detector보다 오차가 작게 나온 SIFT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10가지 detector들은 화소 단위의 정확도 측정 방

식을 사용하여 오차를 측정하였다. 본 논문과 동일하게

화소 단위의 정확도 측정 방식을 사용한 10가지 detector

가운데 가장 작은 오차를 보인 detector는 Laws mask

response 방식으로 0.563 화소 오차를, 가장 큰 오차를 보

인 detector는 Kohlmann 방식으로 1.451 화소 오차를 보

였다. 가장 널리 알려진 Kichen and Rosenfield 방식은

0.986 화소 오차를, Harris and Stephens 방식은 0.802 화

소 오차를 보였다. 화소 단위의 정확도 측정 방식의 10

가지 detector들의 평균 위치 오차는 0.810을 보였다. 이

와 같은 실험 결과를 영상 회전 각도 전체 구간에 대한

오차 평균이 0.704인 본 논문의 실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 사용한

영상이 2년 이상의 시간 차이와 홍수 피해로 인해 제어

점 주변이 지표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의 영상에 대해 회전 조건만 단순 고려한 앞의 대표

적인 detector들의 성능에 비해 검출 오차 성능이 대체로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의 이동 및 회전에 불변한 성질을

가 지 는 원 형 템 플 릿 설 계 방 법 과 이 를 Mutual

Information을 이용한 유사도 계산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원형 템플릿을 설계하기 위해서 제어점 주

변에 원형의 템플릿 영역을 설정하고 이 영역 안에 속하

는 화소들을 2차원 이산 극좌표 행렬(2D Discrete Polar

Coordinate Matrix) 표현 방식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형태

로 재배열하였다. 이산 극좌표 행렬은 영상의 회전에 대

해 행렬 내의 화소들의 위치가 행의 위치는 불변하고 열

의 위치만 변경되어 행렬 항에서 기존 화소가 행렬 항에

서 삭제되거나 새로운 화소가 추가되지 않는 성질을 가

진다.

기준 영상과 관측 영상의 이산 극좌표 행렬 간의 유사

도를 Mutual Information을 이용해서 두 가지 유형에 속

하는 10개의 제어점에 대해 계산하였다. 첫 번째 유형

(Case 1)은 기준 영상과 관측 영상의 제어점 주변에 밝기

변화가 비교적 적은 경우와 두 번째 유형(Case 2)는 관측

영상의 제어점 주변에 기준 영상과 비교해서 밝기 변화

가 비교적 많이 발생한 경우이다. 정사각형 템플릿 정합

의 경우에는 총 20개의 제어점에 대해 행 방향 오차가

0.659 화소, 열 방향 오차는 0.847 화소를 보인 반면에서

원형 템플릿 정합의 경우에는 행 방향 오차가 0.647 화

소, 열 방향 오차는 0.648 화소를 보여서 Case 1과 Case 2

유형 모두에서 행 방향 오차는 유사하고 열 방향 오차의

경우는 보다 작은 결과를 보였다.

10˚간격으로 90˚까지 회전된 관측 영상에 대한 각 제

어점들의원형템플릿정합오차는Case 1의경우가Case

1
10 Σ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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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ean row and column errors of control points according
to the rotation of the sensed image.



2의 경우에 비해 오차 분포가 단위 원 중심으로 보다 밀

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영상 회전 각도에 따라 정합 오

차 분포는 영상 회전 정도에 따라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회전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체 정합 오차는 영상 회전

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영상 회전 각도 θr에

대해 행 방향 오차와 열 방향 오차 평균 mave(θr)은 영상

회전 각도에 따라 최소값은 0.648 화소, 최대값은 0.829

화소 범위 내에서 변동하였고 영상 회전 각도 전체 구간

에 대한 오차 평균 mave(θr)의 평균 mT는 0.704 화소를 보

였다.

Case 2와 같이 관측 영상의 제어점 주변에 기준 영상

과 비교해서 밝기 변화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이와 함

께 관측 영상에 회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mT = 0.704화

소의 결과를 보인 것은 제안한 Mutual Information 기반

의 원형 템플릿 정합 기법이 변화 탐지 분야와 같이 비교

영상 간에 기하학적 회전 변환과 밝기값 변화가 존재하

는 경우에도 우수한 영상 유사도 계산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안한 원형 템플릿 정합 기법은 재

해 지역에 대한 위성 영상 또는 무인항공기 영상을 이용

한 모니터링에 필요한 영상 등록 과정에 활용될 수 있으

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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