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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형/지물 이미지, 특히 항공・ 성사진의 경우 부분 비슷한 색상과 질감을 갖는다. 따라서 지형/지

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질의 이미지를 효율 으로 검색하기 해 이미지의 형태 특징을 이용해

야 한다. 본 논문은 지형/지물의 형태 특성을 고려한 형태 특징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기

존의 직각 좌표계를 이용한 투  방법을 발 시킨 것으로 원형 좌표계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의 방향

에서 투  연산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본문에서 언 하는 세 가지 특징을 추출한다. 이 방법은 이미

지의 방향/크기/ 치에 계없이 이미지의 형태 특징을 추출 할 수 있다. 기존의 형태 특징 추출 방법

인 CSS 방법과 비교・실험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과 장 을 보인다. 

1. 서론

 오늘날 이미지 획득 장비의 발 과 보  확 로 다

양한 종류의 이미지 데이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

다. 많은 양의 이미지 데이터를 정보로서 이용하기 

해서는 이미지의 효율 인 장(storage), 리

(management), 검색(retrieval)이 요구된다[2]. 특히 

이미지의 효율 인 검색을 해 내용 기반 검색

(content-based retrieval)은 필수 이다[5]. 내용 기

반 검색이란 이미지의 색상(color), 질감(texture), 형

태(shape) 특징을 이용하여 질의(query)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하는 방법을 말한다[5]. 

 본 논문은 많은 종류의 이미지 데이터  지형/지

물 이미지에 합한 특징 추출 방법에 해 다룰 것

이다. 지형/지물 이미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갖

고 있다. 첫째로 지형/지물 이미지, 특히 항공・ 성

사진은 색상과 색 분포의 규칙성이 비슷하여 이를 

이용해 이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색상과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원 상정보특화연구센터를 통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질감은 지형/지물 이미지의 명확한 특징이 되지 못

한다. 때문에 지형/지물 이미지에서 형태가 이미지

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요한 특징이 된다. 둘째

로 지형/지물에 반사되는 빛의 양에 따라 그 외곽선

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셋째로 지형/지물 역 내

에 홀(hole)이 존재하거나 연결되지 않은 다수의 

역들이 존재할 수 있다.  

 기존의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 시스템은 단순한 모

양 특징을 이용하거나, 색상과 질감 특징을 이용하

여 이미지를 검색을 하고 있다[5]. 이와 같은 시스템

은 지형/지물 이미지처럼 색상 정보가 부족한 이미

지나 복잡한 형태의 이미지를 검색할 때 그 정확성

은 격히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형/지물 이미

지를 한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은 효과 인 형태 

특징 추출 방법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지형/지물 이미지의 특성에 합한 형태 

추출 방법인 ‘원형 투 ’(Polar Projection)방법을 제

안한다. 이 방법은 복잡한 형태나 연결되지 않은 다

수의 역을 갖는 이미지에 해서도 효율 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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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추출할 수 있다. 한 지형/지물 역 내 홀을 

표 할 수 있다. 

 원형 투 을 이용한 내용 기반 이미지 검색은 여행

지, 지도, 항공사진, 성사진, 이진 이미지(binary 

image)등 형태 특징이 요한 이미지의 검색에 이용

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에서는 기존의 

형태 특징 추출 방법인 투 (projection) 방법과 

CSS(Curvature Scale Space) 방법에 해 설명한

다. 3 에서는 원형 투  방법의 의미, 특징 추출 

과정, 장 을 설명한다. 4 에서는 원형 투  방법

과 기존의 형태 추출 방법인 CSS 방법에 해 각각 

실험을 하고 두 방법을 비교 분석을 한다. 

2. 련 연구

 이미지의 형태 특징 추출 방법은 역 기반의 특징 

추출 방법과 외곽선 기반의 특징 추출 방법으로 나

눠질 수 있다[3]. 역 기반의 특징 추출 방법은 

역의 외곽선과 그 내부에 있는 화소의 분포 정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외곽선 기반의 특징 추출 방법은 

역의 외곽선에 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다[3]. 

 본 논문에서 제안한 원형 투  방법은 역 기반의 

특징 추출 방법인 투  방법을 향상시킨 방법이다. 

투  방법은 이진 이미지의 역을 기술하는 방법으

로 이미지의 X,Y축 투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4].

     
p x(x)=∑

y
f(x,y) p y(y)=∑

x
f(x,y)

( 의 f(x,y)은 (x,y) 좌표의 화소 값을 나타낸다.)

 기존의 투  방법은 직각 좌표계를 이용하므로 이

미지의 방향에 따라 투 된 값(projected value)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지형/지물 이미지는 임의의 

방향에서 촬 될 수 있으므로 직각 좌표계를 이용한 

투  방법은 합하지 않다. 

 외곽선 기반의 특징 추출 방법으로 CSS(Curvature 

Scale Space)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CSS 표 은 

과거에 이미지 검색 분야에서 성공 인 특징 추출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MPEG 개발에 힘입어 보다 

확장되고 진보하 다[3]. CSS의 개념은 역의 형태

를 비교할 때 그 외곽선의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

분을 이용하는 것이다[2]. 그리고 두 부분은 변곡

(inflection point)으로 분리된다. 변곡 은 아래의 식

으로 계산되는 곡률이 0을 만족하는 외곽선 의 

이다[1][2].  

k(u)=ẋ(u) ÿ(u)-ẍ(u) ẏ(u)

이 방법의 특징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3].

1. 특징 추출할 역의 외곽선을 추출한다.

2. 외곽선을 역 통과 필터(low pass filter)에 통과

시켜 부드럽게 만들고, 이때 변곡 의 치와 개수

를 기록한다.

3. 외곽선의 모든 오목한 부분이 제거될 때까지 과

정 2를 반복한다.

4. 변곡 이 제거되기 바로 에 변곡 의 치와 

필터링 횟수를 특징으로 한다. 

CSS를 이용하는 방법은 연결되지 않은 역이 있는 

경우에 합하지 않고 본문에서 설명할 세그멘테이

션 오류에 민감하다는 단 이 있다.

3. 원형 투  (Polar Projection)

 서론에서 언 했듯이 지형/지물 이미지 검색에는 

색상, 질감 특징 보다 형태 특징을 이용해야 한다. 

 본 논문은 지형/지물 이미지의 형태 특징을 효율

으로 추출 할 수 있는 원형 투  방법을 제안한다. 

원형 투  방법이란 역의 무게 심을 원형 좌표

계의 원 으로 하고 일정 간격 방향으로 투  연산

을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 논문은 원형 투 을 이용하여 지형/지물의 형태 

특징을 추출하기 에 다음의 사실을 가정한다. 첫

째로 특징 추출되는 역은 이미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즉 이미지는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다. 둘째로 

원형 투  방법은 역의 색상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세그멘테이션 된 역의 화소

는 1, 배경의 화소는 0의 값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원 이미지는 0과 1의 값으로만 표 되는 이진 이미

지로 변환된다.

f(x,y)={ 1 (영역)
0 (배경)

( 의 x,y는 각각 화소의 X,Y축 좌표를 나타낸다.)

             

그림 1. 원형 투  연산을 이용한 특징 추출 

[그림 1]의 오른쪽 그림은 지형 이미지에 해 원형 

투  연산을 수행한 이다. 각 방향으로 투  연산

을 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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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f(x,y)=1)의 화소 수

 역과 배경의 변화 수

 무게 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역 화소까지의 

거리

 와 같이 원형 투  방법은 투 된 값, 역과 배

경의 변화 수, 무게 심과 역의 최고 길이를 이

미지의 특징으로 한다. 

원형 투  방법의 특징 추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역의 무게 심을 아래와 같이 구한다.

먼  역을 표 하는 화소의 수를 구한다.

region=∑
x
∑
y
f(x,y)

- (a)

다음으로 화소의 x,y 좌표 값의 합을 각각 구한다.

X sum =∑x∑y f(x,y)∙x

Y sum =∑x∑y f(x,y)∙y

     - (b)

식(a)와 식(b)를 이용해 무게 심 (xc,yc)을 구한다.

(x c,y c)=(
Xsum
region

,
Ysum
region

) - (c)

2) 무게 심을 원형 좌표계의 원 으로 하고 이를 

기 으로 등간격 방향의 투  연산을 한다. 이때 

에서 언 한 세 가지 특징을 추출한다.

 [그림 1]의 왼쪽 그림은 오른쪽 지형 이미지에서 

타원으로 표시한 부분을 개략 으로 나타낸 그림이

다. 왼쪽 그림에서 각각의 사각형은 이미지의 화소

를 나타내고 가장 오른쪽 화소는 역의 무게 심이

다. 왼쪽 그림에서 무게 심을 시작으로 화살표 방

향의 투  연산을 하면 흰색 화소가 9개 있으므로 

투 된 값은 9가 된다. 그리고 투  연산 과정에서 

3번째 화소(검은색)와 4번째 화소(흰색) 사이에서 색

의 변화가 나타나고 이 밖에도 9~10화소, 15~16화소, 

18~19화소 사이에서 색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므

로 역과 배경의 변화 수는 4이다. 마지막으로 18

번째 화소가 무게 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역의 화소이므로 최고 길이는 18이 된다.

그림 2. 투 된 값이 같은 두 이미지

 투 된 값을 통해 추출 방향에서 역 내부의 화소

수를 알 수 있고, 최고 길이를 통해 역의 외곽선 

정보를 략 으로 알 수 있다. 역과 배경의 변화 

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해 추출하게 된다.      

 [그림 2]는 투 된 값만을 이용했을 때 동일한 값

을 얻는 경우를 보여 다. 두 이미지는  다른 

형태를 갖고 있지만, 역의 심에서 각 방향으로 

역의 화소 수가 동일하다. 그러므로 투 된 값만 

이용하면 두 이미지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각 

방향으로 투  연산을 수행할 때 역과 배경의 변

화 수를 이용하면 두 이미지를 구별 할 수 있다. 왼

쪽 이미지는 각 방향에서 2번의 변화 수를 갖지만 

오른쪽 이미지는 1번의 변화 수를 갖는다.

 원형 투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 을 갖고 있다.

 첫째로 원형 투  방법은 원형 좌표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방향에 계없이 특징 추출할 수 

있다. 

 둘째로 이미지의 크기에 계없이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추출된 특징 값(투 된 값, 최고 길이)을 

모든 방향에서 추출된 값의 평균과 비율로 변환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를 들어 2배 확 한 이미지는 

각 방향에서 2배의 특징 값이 추출되고, 2배의 평균

값을 갖게 되므로 확  후의 비율은 일정하다. 

 셋째로 이미지 내 역의 치에 계없이 형태 특

징을 추출할 수 있다. 역의 무게 심을 기 으로 

원형 투  연산을 수행하므로 역이 이미지 내 다

른 치로 이동할 경우 무게 심 한 역과 같이 

이동되기 때문이다. 

그림 3. 세그멘테이션 오류

 지형/지물 이미지는 상표, 표지  등의 이미지와 

달리 부분 항공 는 성 촬 되어 해상도가 비

교  낮고 색상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미지로

부터 원하는 역을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어렵

다. 다시 말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과정에서 오류

를 범할 수 있다. 를 들어 [그림 3]의 두 이미지처

럼 같은 지형/지물을 촬 한 이미지라도 세그멘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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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오류로 인해 하나의 역이 분리된 역으로 나

타날 수 있다. 이때 두 이미지의 역으로부터 얻는 

외곽선은  다르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외곽

선 기반의 특징 추출 방법인 CSS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두 사진은  다른 특징 값을 갖게 된다. 그

러나 원형 투  방법으로 특징 추출한 경우 약간의 

다른 특징 값을 얻게 되지만, 이는 두 사진이 그 정

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게 원형 투  방법

은 세그멘테이션 오류에 처할 수 있고, 하나의 

역뿐만 아니라 다수의 분리된 역에서도 특징 추출

할 수 있다.

4. 실험 결과

그림 4. 원형 투  방법을 이용한 지형/지물 이미지 검색 

실험

그림 5. CSS 방법을 이용한 지형/지물 이미지 검색 실험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원형 투  방법과 CSS  

방법을 이용한 지형/지물 이미지의 검색 실험을 나

타낸다. 의 실험 결과는 두 방법 모두 방향/크기/

치에 계없이 질의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검

색 할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러나 세그멘테이션 오

류로 연결되지 않은 역이 존재하는 이미지가 [그

림 4]에서는 3번째 유사한 이미지로 검색되지만, [그

림 5]에서는 11번째로 비슷한 이미지, 즉  다른 

이미지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의 실험을 통해 원

형 투  방법은 지형/지물 이미지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세그멘테이션 오류에 강인하고 원하는 이미지

를 효율 으로 검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지형/지물 이미지의 특성에 합한 형태 

특징 추출 방법을 소개하 다. 이 방법은 기존의 직

각 좌표계를 이용한 투  연산을 확장, 향상시킨 방

법으로 원형 좌표계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의 방향에

서 투  연산을 수행한다. 이때 본문에서 언 한 세 

가지 특징이 추출된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 을 갖

고 있고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 다. 1) 이미지의 

방향/크기/ 치에 계없이 질의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효율 으로 검색할 수 있다. 2) CSS를 이

용한 특징 추출 방법과 달리 세그멘테이션 오류에 

강인하고 연결되지 않은 다수의 역을 갖는 이미지

에 해서도 형태 특징을 추출 할 수 있다. 3) 역 

내 화소의 분포를 이용하여 특징 추출하므로 역 

내부에 존재하는 홀을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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