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한 영상 기반 검사시스템에

서 특정 표식이나 패턴을 인식할 때 대상의 회전 여부

와 무관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때에 따

라서는 인식된 패턴의 회전된 각도까지 측정하여 활용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1-3]. 예를 들면 고배율 영

상을 이용하는 대형 평판형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에서 

위치 정렬을 위한 표식을 인식 후 그 회전각을 구하면 

다음에 인식해야 할 표식의 위치를 예측하여 빠르게 다

음 표식을 찾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로봇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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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조립 공정에서 부품의 회전각을 제어할 때나 각종 

외형 검사에서 표준 영상과의 비교를 위한 정렬을 수행

하기 위해서도 회전각 측정이 요구된다. 다중 카메라를 

이용하는 환경에서 카메라 사이의 정렬 과정에도 회전

각 측정이 필요하다[4,5].

이처럼 패턴의 회전각 측정이 요구되는 경우 일반적

으로 패턴의 주축(principal axes)를 이용하는 고전적 

방법이 활용되었다[6]. 하지만 주축을 이용하는 방법은 

대상 패턴이 원형 분포되어 장축(major axes)과 단축

(minor axes)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상 패턴이 장축과 단축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질 경우에만 적합하다[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상 검색이나 패턴 

정합에 저니키 모멘트(Zernike moments)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는 저니키 모멘트가 패턴이 회전

되어도 모멘트의 절댓값(magnitude)이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복소(Complex) 모멘트이기 때문이다[8]. 

이러한 복소 모멘트의 위상(phase)은 회전각에 따라 

값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위상을 이용하여 패턴의 회전

각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9]. MPEG-7의 모양 기

술자로 채택된 Angular Radial Transform (ART)는 

저니키 모멘트와 비교해 회전 불변 패턴 정합에 더 우

수한 특성을 보인다. 또한 회전각 측정에 중요한 기저

함수의 회전 방향 복잡도를 저니키 모멘트와는 다르게 

차수와 독립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회전각을 측정할 수 있다[10].

저니키 모멘트나 ART를 이용한 회전각 추정 방법은 

회전 방향의 해상도가 다른 여러 개의 복소 기저함수를 

이용하여 계산된 계수 값의 위상차를 이용한다. 이때 여

러 개의 후보 값이 나오게 되어 그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회전각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계산량이 많고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 

최근 IOT 환경의 빠른 보급과 함께 PC 기반이 아닌 

낮은 사양의 임베디드 기반 영상 인식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회전각 추정 방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상 패턴을 극좌표로 변환하여 회전을 수

평 이동으로 표현되도록 한 후 거리 축 방향의 수직 투

영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회전각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

안하고,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저니키 모멘트와 ART의 

위상 정보를 이용한 회전각 추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

고, 3장에서는 제안된 회전각 추정 방법에 관하여 서술

한다. 4장에서는 각 방법에 대한 비교 실험 결과를 보

여주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저니키 모멘트와 ART를 이용한 회전각 추정 방법

2.1 저니키 모멘트

저니키 모멘트는 극좌표 상의 단위원 안에 정의되는 

복소 기저함수와 이미지의 내적으로 계산된다[8]. 기저

함수  는 방사 방향 다항식 과 원형 

주기함수의 곱으로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exp ≤      (1)

차수(order) n은 0 또는 양의 정수이며, 반복수

(repetition) m은 이 짝수이고, ≤인 

정수이다. 방사 방향 다항식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아래 Fig. 1은 저니키 모멘트의 기저함수 일부를 보여준다.

(a) Real parts of Zernike basis functions up to order 7

(b) Imaginary parts of Zernike basis functions up to order 7

Fig. 1. The basis functions of Zernike mo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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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좌표 상에서 이차원 이미지 패턴 의 저니

키 모멘트 값은 아래 식3과 같이 정의된다.

 












      (3)

를 가 만큼 회전된 패턴이라고 하

면,   가 되므로, 회전된 패턴의 저

니키 모멘트 값은 식 4와 같다.

 







 




    (4)

즉,  
 exp이 되고 두 모멘트의 절

댓값은 식 5처럼 같아진다.

∥
 ∥∥∥            (5)

회전에 따른 두 모멘트의 위상 차이는 아래 식 6과 

같이 정의된다.

≡arg



            (6)

즉, 회전각 는 위상 차이를 반복수 m으로 나눈 것

으로 계산된다.

실제 회전각을 추정하기 위해 Kim은 [9]에서 디지

털 패턴의 양자화 오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오류를 최

소화하는 회전각을 추정하기 위하여 확률 모델을 이용

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는 값을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구간의 확률밀도함수의 양자화 해상

도에 따라 계산량이 결정되는 특징을 갖는다. 

Revaud는 [11]에서 회전된 패턴의 저니키 모멘트의 위

상을 회전된 각도만큼 보정 후 이를 복원하여 원래 원본 패

턴의 복원된 이미지와 차이를 유사도로 정의하고 그 유사도

를 최소로 만드는 각도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제 최

솟값을 빠르게 탐색하기 위해 기울기 하강법을 이용하였다.

2.2 ART(Angular Radial Transform)

ART는 저니키 모멘트보다 향상된 패턴 표현 성능을 

얻기 위해 MPEG-7에 제안된 복소 모멘트 기반 모양 

기술자이다[10]. ART의 기저함수는 극좌표 상에서 방사 

방향의 다항식이 코사인(cosine)함수로 정의되며, 차수가 

n이고 반복수가 m인 ART 계수는 식 7과 같이 정의된다.

 〈 〉












 

     (7)

여기서 은 극좌표 상의 이미지이고 ART 기

저함수  은 아래와 같다.

              (8)

회전 불변의 특성을 얻기 위해서 회전 방향의 기저

함수  은 지수함수를 사용하고,

  


exp           (9)

방사 방향의 기저함수 은 코사인 함수를 사용한다.

     
cos ≠

     (10)

아래 Fig. 2는 ART 기저함수의 일부를 보여준다.

(a) Real parts of ART basis (b) Imaginary parts of ART basis

Fig. 2. The basis functions of ART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10호23

회전각 추정에는 기저함수의 회전 방향 복잡도가 영

향을 주게 되는데, 저니키 모멘트의 경우 회전 방향 복

잡도를 나타내는 반복수 m이 차수 n에 의해 제한되는 

반면, ART는 차수 n과 반복수 m이 독립적으로 설정될 

수 있어 회전각 추정에 더 효율적으로 기저함수들을 구성

할 수 있다. 저니키 모멘트와 마찬가지로 ART 계수도 회

전되었을 때 앞의 식6과 같이 위상차를 나타내게 된다. 

Lee는 [10]에서 보다 정확한 회전각 추정을 위해 

Revaud가 제안한 방법에 저니키 모멘트 대신 ART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3. 제안된 회전각 추정 방법

직교(Cartesian)좌표 상의 회전(rotation)은 극

(Polar)좌표로 변환을 하게 되면 각도 축에 대한 이동

(shift)으로 표현된다[5]. 따라서 극좌표로 변환된 두 이

미지를 각도 축에 대하여 이동하며 비교하여 최대 유사

도를 갖는 위치를 찾으면 회전각 추정이 가능하다. Fig. 

3은 극좌표 상에서 회전각 추정 방법에 대한 과정을 보

여준다.

(a) original (b) rotated

(e) Similarity matching by circular 
correlation

(d) Polar form of (b)(c) Polar form of (a)

(f) Similarity values along angular axes

Fig. 3. Shift representation of rotation in polar 

coordinate

유사도 그래프를 더 높은 해상도로 보간(interpolation)

하면 보다 정확한 회전각 추정이 가능하다. 

회전 각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극좌표로 변환된 두 

패턴 영상을 각도 축 방향으로 이동하며 유사도를 계산

하는 과정은 2차원 이미지의 비교로 많은 연산이 요구

된다. 이 과정의 연산을 줄이기 위하여 Nagashima등

은 [12]에서 극좌표로 변환된 이미지에서 선택된 일부 

수평선들을 1D POC(Phase-only Correlation)를 이

용해 유사도 곡선을 구하고 이들의 평균을 이용해 최종

적으로 최대 유사도 위치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극좌표로 변환된 이미지를 반지름축 

방향으로 수직 투영하여 1차원 투영 프로파일

(projection profile)을 생성한 후, 2개의 1차원 프로

파일에 대하여 각도축 방향으로 이동하며 유사도를 측

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추가로 이동하며 유사도를 측

정하는 방법 대신 n개의 1차원 프로파일을 극좌표상에 

원점을 중심으로 같은 간격의 각도를 갖는 n개의 벡터

로 표현 후 전체 벡터의 합을 구하여 하나의 벡터를 구

한 후 원본 패턴 영상의 벡터와 회전 패턴 영상의 벡터

의 내적을 이용해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아래 Fig. 4는 이 과정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 Polar transform of images

(b) Vertical projection profiles

(c) Vector representation

(d) Sum of vectors

Fig. 4. Procedures of proposed methods



방사 투영 프로파일을 이용한 회전각 추정 방법 24

위 그림에서는 프로파일과 벡터 표현의 가독성을 높

이기 위해 전체 프로파일 증 일부를 샘플링하여 도식화

하였다.

4. 실험 및 결과

앞에서 설명한 회전각 추정을 방법들에 대한 성능 

비교를 위해 MPEG-7 CE2 모양 데이터 세트에서 선택

된 이진 패턴 영상 30장과 시각 검사용 대상을 촬영한 

흑백 명암 영상 10장을 이용하여 실험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였다. Fig. 5는 실험에 사용된 이진 패턴 영상과 

흑백 명암 영상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저니키 모멘트

나 ART 그리고 제안된 방법 모두 극좌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점의 위치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진 

패턴 영상은 101x101 크기에 패턴의 무게 중심이 영

상의 중앙에 오도록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흑백 명암 

영상의 경우 영상의 중앙을 중점으로 최대 반지름을 갖

는 원의 내부만 사용하였다.

(a) Binary pattern images

(b) Gray-scale images

Fig. 5. Sample images in dataset

성능 비교 실험은 Lee가 제안한 ART 계수의 위상 

정보를 이용한 방법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극좌표 상의 

1차원 투영 프로파일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방법, 그리

고 투영 프로파일의 벡터합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진행하였다. ART를 이용한 방법은 [10]에서 제안한 대

로 차수 3, 반복수 10까지 총 40개의 ART 계수들을 

이용하여 회전각을 추정하였다. 성능 측정은 실제 회전

각과 추정된 회전각 사이의 RMS 오차를 식(11)과 같이 

정의하여 비교하였다.











′ 


              (11)

와 ′는 각각 실제 회전 각도와 추정된 회전 각도

를 의미한다. 

원본 영상을 3가지 각도로 회전한 영상에 대하여 회

전각 추정 실험을 진행한 결과는 아래 Table 1에 정리

되어 있다. A는 Lee가 제안한 방법, B와 C는 각각 논

문에서 제안한 1차원 투영 프로파일을 이용한 방법과 

투영 프로파일의 벡터합을 이용한 방법에 대한 RMS 

오차를 보여준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estimated error(RMS) 

A B C

binary pattern 0.412 0.423 0.553

gray image 0.615 0.622 0.647

A: Lee’s method, B: Proposed method using projection profile, C: 

Proposed method using vector sum

ART 계수의 위상을 변경하며 복원 영상의 오류를 

비교하여 최소 오류가 되는 각도를 찾는 방법의 경우 

각도에 대한 오류 함수의 양자화 간격을 조정하여 높은 

해상도로 추정이 가능하며, 투영 프로파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보간(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해상도를 높

일 수 있지만, 벡터합을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 해상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극좌표로 변환할 때 각도축의 해상

도를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정

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완전 대칭 패

턴의 경우 합벡터의 크기가 0에 가까워져 오류가 커지

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추가로 회전각 추정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하

였다. 시간 측정은 속도 향상을 위하여 미리 계산된 참조 

테이블값을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수학적 정의에 따른 

계산 시간을 측정하였다. Table 2는 각 방법을 이용한 

회전각 추정 시간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비교를 위

하여 가장 빠른 방법에 대한 상대 시간을 표시하였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estimation time. 

A B C

time 7.81 1.3 1.0

A: Lee’s method, B: Proposed method using projection profile, C: 

Proposed method using vector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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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의 경우 복잡한 복소 기저함수를 이용하여 연산

을 수행했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리 기저함수를 계산하여 참조 테이블

을 생성 후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40개의 2차원 복소 기저함수 값을 저장해 놓기 위한 

메모리 저장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그에 반해 제안된 

방법은 1도 간격으로 투영된 360개의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만이 요구되어 진다. 아래 Table 3은 

101x101 영상에 대한 회전각 추정을 위해 요구되는 

메모리 공간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3. memory requirement of each method. 

memory requirement (byte)

A 8(double)x101(w)x101(h)x2(complex)x40

B 4(int)x360x2

C 4(int)x360x2

A: Lee’s method, B: Proposed method using projection profile, C: 

Proposed method using vector sum

요구되는 메모리의 경우 일반적인 PC등을 이용한 

시스템 구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근 활용

이 증가하고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이용한 소형 임

베디드 시스템으로의 구현에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5. 고찰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패턴 영상의 회전각 추정을 위한 방

법들을 소개하고 비교하였다. 회전 불변 모멘트는 극좌

표 상에서 복소 기저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복소 

모멘트의 절댓값이 회전에 무관한 성질을 이용하여 회

전 불변 패턴 인식에 사용되는 반면, 회전된 패턴의 복

소 모멘트는 회전각과 일치하는 위상차를 갖는 성질을 

이용하면 패턴 영상의 회전각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 소수의 모멘트 값만을 이용하여 회전각을 이용하는 

방법은 패턴 영상의 모든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저주파 

영역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회전각을 빠르게 추정하게 

된다. 반면 영상의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회전각을 추

정하기 위해서는 패턴 영상 자체를 회전하며 최소 오류

를 찾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연산이 필요하

게 된다. 이때, 영상을 직교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하게 

되면 회전을 수평 이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져 최

소 오류를 찾는 것을 단순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극좌표 상에서 거리축 방향으로 투영된 1차원 신호를 

이용하여 최소 오류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복소 모멘트 기반의 방법에 비해 단순하여 적은 

연산과 적은 메모리 자원을 요구하여 낮은 사양의 임베

디드 기반 시스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실험을 통하

여 제안된 방법이 복소 모멘트 기반의 방법과 유사한 

추정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투영된 두 신호의 최소 정합 오류를 탐색하

는 대신 투영 신호를 극좌표 상의 벡터로 표현하고 이

들의 합을 구하여 하나의 방향벡터를 구한 후, 두 방향

벡터의 내각을 계산하여 회전각을 추정하는 방법도 제

안하였다. 벡터합을 이용하는 방법은 최소오차를 구하

는 과정이 없어 보다 단순하게 회전각 추정이 가능하지

만, 완전 대칭 패턴에 대한 오류가 큰 단점을 가지고 있

다. 이 부분은 회전각 추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회전각 측정에 있어 원점의 위치가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진 패턴의 경우 무게 중심을 이용하거나 외접

원을 이용하여 원점으로 설정하지만, 흑백 명암영상의 

경우 단순히 영상의 중점을 기준으로 회전각을 측정하

였다. 실제 환경에서는 회전된 영상의 중점을 일치시키

는 정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추후 흑백 명암영상에서 중점을 정렬하는 방법이나 중

점 정렬 없이 회전각을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추가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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