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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make a mosaicked image, we need to estimate the geometric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images. For such estimation, we needs tiepoint information. In general, feature-based methods
are used to extract tiepoints. However, in the case of textureless images, feature-based methods are hardly
applicable. In this paper, we propose a frequency domain matching method for automated mosaicking of
textureless images. There are three steps in the proposed method. The first step is to convert color images
to grayscale images, remove noise, and extract edges. The second step is to define a Region Of Interest
(ROI). The third step is to perform phase correlation between two images and select the point with best
correlation as tiepoints. For experiments, we used GOCI image slots and general frame camera images.
After the three steps, we produced reliable tiepoints from textureless as well as textured images. We have
proved application possi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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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모자이크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간 변환관계 추정이 필요하다. 변환관계추정에는 대응점 정

보가 필요하며, 대응점은 일반적으로 특징점 기반의 추출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텍스쳐 정보가 없는 영상

의 경우에는 특징점 추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주파수 영역에서 대응점 추출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최적의 주파수 영역 정합기법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방법은 세 단계로 수행된다. 첫 단계는 컬러 영상을 흑백영상으로 변환하고 노이즈를 제거 한

뒤 엣지를 추출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영상의 정합영역을 결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위상상관

(Phase correlation) 기법을 수행하여 위상상관도를 생성하고 두 영상의 대응점을 추출한다. 제안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텍스쳐 정보가 없는 GOCI 해양위성영상과 일반 프레임카메라 영상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

과 신뢰도 높은 대응점이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주파수 영역 매칭의 사용 가능성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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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UAV 제작 기술,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UAV 영

상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환경오염, 재난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해양위성영상의 활용 또한 늘어나고 있

다. 이러한 영상들은 대게 다시점에서 촬영된 다중영상

이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모자이킹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영상 모자이킹은 대응점 정보를 이용하

여 영상간의 변환 관계를 추정하는 과정이 적용된다. 일

반적으로 대응점은 특징점 기반의 추출방식을 통해 코

너점이나 엣지처럼 영상의 화소값이 특징을 갖는 부분

에서 추출 된다(Zoghlami et al., 1997). 그러나 영상의 정

합영역에 텍스쳐 정보가 적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러한 방식으로는 대응점을 추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텍

스쳐 정보가 적은 영상에는 새로운 대응점 추출 방식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영역 매칭의 사용 가능

성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주파수 영역 매칭은 주파수 영역 영상 해

석 기법을 기초로 수행된다. Hongshi and Jian(2008)의

연구에서는 영상을 푸리에 변환을 통해 주파수 영역으

로 변환하고 위상상관 기법을 이용하여 두 영상의 매칭

을 수행하였다. Alfonso et al.(2012)는 두 영상간 변환관

계가 강체변환이라 가정되었을 때 주파수 영역에서 매

칭을 하고 영상의 정렬을 수행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Keller et al.(2005)은 회전과 스케일의 차이가 있는 영상

을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여 정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

다. 또한 Tzimiropoulos et al.(2010)은 회전, 스케일 차이

뿐만 아니라 노이즈에 강인한 영상 정합 방식을 제안하

고 특징점 기반 정합 방식과 비교하였다. 기존 연구들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상의 주파수 영역 매칭은 다

양하게 연구되어왔으나 텍스쳐가 충분한 영상에 대해

서만 적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텍스쳐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영

상의 모자이킹을 위한 주파수 영역 매칭 기법을 제안하

고자한다. 주파수 영역 매칭 기법은 두 영상을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고 상관도가 높은 점을 사용하여 대응

점을 추출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2장에서 주파수 영역 매칭의 원리를 및 본 논문

이 제안하는 주파수 영역 매칭 기법을 기술한다. 3장에

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실험자료, 4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계획을 기술한다.

2. 주파수 영역 매칭

주파수 영역 매칭 기법은 영상을 주파수 영역에서 해

석하여 대응점을 추출하는 기법으로 주파수 영역에서

의 해석이란 영상의 화소값 변화율 해석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영상해석 기법과 주파수

영역 매칭 기법을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이 제

안하는 주파수 영역 매칭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주파수 영역 영상 해석 기법

영상을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화소값 변화율인 공간주파수를 분석해야한다. 이 과정

에는 대표적으로 푸리에 변환을 사용한다. 영상에 푸

리에 변환을 적용하면 파워 스펙트럼을 생성할 수 있

다. 파워 스펙트럼은 고주파와 저주파 성분으로 표현

되며, 영상의 가운데에 저주파 성분, 가장자리에 고주

파 성분이 분포되도록 표현할 수 있다. 파워 스펙트럼

은 역 푸리에 변환을 이용하면 원 영상으로 복원이 가

능하며, 파워 스펙트럼 상의 일정 주파수 영역을 조작

하면 영상의 강조, 노이즈 제거 등 원 영상에 변화를 줄

수 있다(Mohammad and Mohammad, 2011).

2) 주파수 영역 매칭 기법

주파수 영역에서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위상상관 기

법을 사용한다. 위상상관 기법은 두 영상의 상대적인 이

동량을 추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상 정합에 사용

되며 푸리에 변환으로 계산된 값에 의하여 수행된다.

두 영상에 푸리에 변환을 적용하면 파워스펙트럼을

생성한 후에 곱셈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결과에 역푸리

에 변환을 적용하면 위상상관도가 생성된다. 위상상관

도에는 두 영상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0에서 1의 값이 저

장되며 그 위치는 두 영상간의 이동량을 나타낸다. 두

영상의 매칭을 위해서는 위상상관도의 값들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지점의 위치좌표를 이용한다. Fig.1에서 푸

리에 변환과 위상상관의 과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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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주파수 영역 매칭 기법

앞선 1, 2절에서는 기존 주파수 영역 매칭 원리에 대

하여 설명하였다. 이 절에서는 기존 주파수 영역 매칭

원리를 활용하여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대응점을 추출하

는 방법과 추출 성공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성능향상 방

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파수 영역 매칭 기법은 Fig.2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

째 단계에서는 대응점 추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입

력영상 전처리를 수행한다. 전처리 단계에서는 먼저 두

영상을 흑백영상으로 변환한다. 이 과정은 푸리에 변환

에 흑백영상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행한다.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해서 가우시안 블러링 및 라플라시안 필터링

을 수행한다. 가우시안 블러링은 영상에 존재하는 노이

즈로 인한 오정합점 발생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수행된

다. 또한 이후에 사용될 라플라시안 필터링이 노이즈에

민감한 것도 가우시안 블러링을 적용하는 다른 이유이

다. 노이즈가 제거된 영상에 라플라시안 필터링을 적용

하면 엣지가 추출된다. 이 과정은 영상의 밝기 변화율

을 증폭시켜 주파수 영역의 매칭 성공률을 높이기 위함

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처리시간 단축 및 대응점 추출

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중복영역을 선정한다. 위성영상

이나 항공영상은 초기 위치자료를 사용하여 중복영역

을 대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단계를 이용하면 중

복영역 외의 영역에서는 푸리에 변환 등의 연산을 수행

하지 않아 처리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대응점이 중복영

역에서만 추출 가능하게 되어 추출 성공률이 향상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파수 정합이 수행된다.

선정된 중복영역에 대하여 2장에서 기술한 주파수 영

역 매칭 기법을 적용한다. 먼저 두 영상에 대하여 푸리

에 변환 및 위상상관 기법을 적용한다. 그 결과 위상상

관도가 만들어진다. 위상상관도의 극점(Peak point) 좌

표는 영상간의 평행 이동량을 의미하며 평행 이동량을

이용하여 대응점의 좌표를 계산한다. 이 방법으로 블록

당 한 개의 대응점이 추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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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ss of the proposed frequency matching.

Fig. 1. Process of fourier transform and phase correlation.



3. 실험자료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자

료를 소개한다. 실험자료는 총 두 종류가 사용되었다.

첫 번째 실험자료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 GOCI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데이터 8세트이다.

한국, 일본, 중국 동부해역과 대만 북부해역을 포함한

2,500 km×2,500 km 넓이의 구역이 촬영 대상지역이며,

촬영시기는 2011년 4월 5일 9시부터 16시 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총 8회 촬영되었다. 영상은 8개 밴드로 이루어

져있으며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RGB 밴드를 사용하였

다. 공간해상도는 500 m이며 하나의 slot을 촬영하는데

30분이 소요된다.

각각의 세트는 1413 x 1430 pixel 크기의 16개 slot으로

구성되어있으며 slot 번호는 Fig. 4의 각 영상 좌상단에

표기되어있다. Fig. 4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lot을 매칭

페어(pair)로 정의하여 붉은선으로 연결하면 총 24개의

매칭 페어를 구성할 수 있다. 각각의 매칭 페어의 중복

영역이 해양영상의 특성상 텍스쳐가 없는 바다나 구름

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텍스

쳐가 없는 영상에 특징점에 기반한 대응점 추출기법을

적용하면 Fig. 5와 같이 특징점 추출기법이 적용되지 않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GOCI 영상 페어의 5-6

번 slot과 12-13번 slot을 매칭페어로 하여 특징점 추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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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eriment data 1 : GOCI Image Slots(Left : Expanded set, Right : 8 sets).

Fig. 3. Phase correlation process.



법을 적용한 예이다. 사용된 Detector와 Descriptor는

Scale-Invariant Feature Transfrom (SIFT)이다. 그림에서

빨간선은 두 영상의 대응점을 이은 선이다. 왼쪽 그림

에서 육지에 대응되는 점들이 바다에 분포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오른쪽 그림에서는 영상의 실제 Y방향

시차보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다수의 대응점들이 추

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이GOCI 영상에서는

특징점 추출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자료는 일반 프레임카메라로 촬영한 두

개의 영상페어이다 . 사용된 카메라는 DSLR Canon

450D이다. 이 카메라의 센서 유형은 CMOS, 센서 크기

22.2×14.8 mm, 화소 수 1220만, 화소 크기는 5.19 μm이

다. 최대 영상 포맷은 4272×2848 픽셀이며 실험에 사

용된 영상 크기는 1068×712 픽셀이다. Fig. 6에 나타나

듯 첫 번째 영상페어는 중복영역에 텍스쳐 정보가 없는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페어는 중복영역에 텍스쳐정보

가 있으나 골고루 퍼져있지 않고 한곳에 몰려있는 영상

이다.

Fig. 7는 두 번째 실험자료에 첫 번째 실험자료와 마

찬가지로 Detector와 Descriptor로 SIFT를 사용하여 특

징점 추출을 수행한 결과이다. 첫 번째 영상페어는 대

응점이 추출되어야 할 중복영역에서 대응점이 추출되

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영상페어는 텍

스쳐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대응점이 추출되고 텍스쳐

가 없는 곳에서는 대응점이 추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실험결과

실험은 두 실험자료에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실험자료로 수행한 실험은

영상 전처리 및 중복영역 선정에 따른 성능향상 분석이

다. Fig. 8처럼 영상에 전처리를 적용하거나 생략하고

주파수 영역 매칭을 수행하였으며, 이 때 중복영역을

25%, 15%, 그리고GOCI의 초기 위치자료를 통해 얻어

진 실제 중복도에 근접한 5%로 결정하고 모자이킹까

지 수행하였다. 이 때, 영상 간 변환관계를 평행이동만

이 존재하는 강체변환으로 가정하고 모자이킹을 수행

하였다.

Table 1과 Table 2은 실험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각

Table의 첫 번째 열은 첫 번째 실험자료의 8세트 각각의 촬

영시각, 2, 4, 6번 열은 각 세트의 전체 페어에서 대응점추출

에 성공한 페어의 개수, 3, 5, 7번 열은 매칭성공률은 나타낸

다. 매칭 성공, 실패는 수동으로 추출한 대응점과 본 실험에

서 추출한 대응점의 차이가 세 픽셀 이내인 경우 매칭에 성

공한 것이라 기준을 세워 판단하였다. 실험 결과 Tab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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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eriment data 2: General frame camera images
(a: first image pair, b: second image pair).

(a)

(b)

Fig. 7. Feature extracting result: General frame camera images
(a: first image pair, b: second image pair).

(a)

(b)

Fig. 5. Feature extracting result : GOCI L1A Image Slots (a : 5-
6 slots, b : 12-13 slots).

                      (a)                                                (b)



Table 2에서 전처리 과정의 생략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영역

이 실 중복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매칭성공률이 향상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중복도에서 전처리 과정을 생략

하였을 때 95퍼센트의 매칭 성공률을 보였지만 전처리 과정

을 포함했을 경우 100퍼센트에 가깝게 성공률이 향상된 것

을 볼 수 있다.

실 중복도에서 전처리를 포함하였을 때 매칭이 실패

한 경우는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중복영

역에 밝기값 신호가 충분히 존재하여 전처리가 성공률

향상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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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ocess of the first experiment.

Table 1. Result of the first experiment : without preprocess
25% overlap 15% overlap 5% overlap

Success pair/
Whole pair

Success rate of
matching

Success pair/
Whole pair

Success rate of
matching

Success pair/
Whole pair

Success rate of
matching

2011.04.05. 9AM 23 / 24 95.8% 23 / 24 95.8% 24 / 24 100%
2011.04.05. 10AM 21 / 24 87.5% 22 / 24 91.7% 24 / 24 100%
2011.04.05. 11AM 21 / 24 87.5% 21 / 24 87.5% 21 / 24 87.5%
2011.04.05. 0PM 20 / 24 83.3% 23 / 24 95.8% 21 / 24 87.5%
2011.04.05. 1PM 21 / 24 87.5% 21 / 24 87.5% 24 / 24 100%
2011.04.05. 2PM 20 / 24 83.3% 21 / 24 87.5% 23 / 24 95.8%
2011.04.05. 3PM 20 / 24 83.3% 22 / 24 91.7% 23 / 24 95.8%
2011.04.05. 4PM 21 / 24 87.5% 21 / 24 87.5% 23 / 24 95.8%
Overall Success rate 167/192 87.0% 174/192 90.6% 183/192 95.3%

Table 2. Result of the first experiment : with preprocess
25% overlap 15% overlap 5% overlap

Success pair/
Whole pair

Success rate of
matching

Success pair/
Whole pair

Success rate of
matching

Success pair/
Whole pair

Success rate of
matching

2011.04.05. 9AM 23 / 24 95.8% 23 / 24 95.8% 24 / 24 100%
2011.04.05. 10AM 22 / 24 91.7% 22 / 24 91.7% 24 / 24 100%
2011.04.05. 11AM 23 / 24 95.8% 23 / 24 95.8% 24 / 24 100%
2011.04.05. 0PM 22 / 24 91.7% 23 / 24 95.8% 23 / 24 95.8%
2011.04.05. 1PM 21 / 24 87.5% 21 / 24 87.5% 24 / 24 100%
2011.04.05. 2PM 21 / 24 87.5% 21 / 24 87.5% 24 / 24 100%
2011.04.05. 3PM 21 / 24 87.5% 22 / 24 91.7% 24 / 24 100%
2011.04.05. 4PM 21 / 24 87.5% 21 / 24 87.5% 23 / 24 95.8%
Overall Success rate 174/192 90.6% 176/192 91.7% 190/192 99.0%



CPU Core2 Quad Q9550, clock speed 4GHz, RAM 8

GB, 그래픽카드 geForce 9800GT의 컴퓨터 사양에서 실

험하였을 때, 주파수 영역 매칭 처리시간은 페어 당 0.08

초에서 0.09초가 소요되었으며 영상 전처리를 포함할

경우 추가적으로 0.02초에서 0.04초가 소요되어 페어별

평균 총 처리시간은 0.11초가 소요되었다. 영상 전처리

를 포함하고 실중복도에서 모자이킹을 수행한 결과의

예시는 Fig. 10에서 확인 할 수 있다. Fig. 5와의 비교를

위하여 대응점 추출 결과 또한 Fig. 10에 포함되어있다.

Fig. 5와 달리 텍스쳐의 유무에 상관없이 대응점이 추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를 토대로 모든 slot에 대하여 모자이킹을

수행해 본 결과는 Fig. 11과 같다. 모자이킹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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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ailure case with preprocess(5% overlap).

Fig. 10. Result of image pairs(a : Tiepoint, b : Mosaicking).
                                                      (a)                                                                                           (b)

Fig. 11. A mosaicked image from the first experiment result.



야할 지구 곡률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지 않고 방

사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근접 영상간의 연결 부

분에서는 모자이킹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두 번째 실험은 일반 프레임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첫 번째 실험과 마찬가지로 영상 전처리 및 중복영역 선

정에 따른 대응점 추출 및 모자이킹 실험이다. 중복영

역은 첫 번째 실험과 달리 100%, 80%, 60%, 40%, 20%로

변경해가며 중복영역에 따른 성능향상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영상페어의 실 중복도는 40%, 두 번째 영상페

어의 실 중복도는 20%이다.

Table 3과 Table 4는 실험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

다. 각 Table의 첫 번째 열은 실험자료의 영상페어를 나

타내며 2-6열은 선정된 중복도에 따른 대응점추출 성

공여부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 중복영역에 따라서 매

칭성공여부가 차이가 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중복영역이 실 중복도에 가까울수록 성공률이 증가하

는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100% 중복도에서는 두 영상

페어 모두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매칭 대상 영역이 증

가하면서 그만큼 매칭 후보 또한 많아져서 매칭 실패

확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또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전처리 수행여부에 따른 성공률 향상여부

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실험자료와 달

리 영상의 밝기값 신호가 충분하여 밝기값 변화율을

증폭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첫 번째 실

험자료와 같은 컴퓨터 사양에서 실중복도로 실험하

였을 때, 주파수 매칭 처리시간은 첫 번째 영상페어의

경우 0.17초, 두 번째 영상페어는 0.10초가 소요되었

다. 1번 세트의 처리시간이 2번 세트에 비해 70% 정도

더 많이 소요된 이유는 중복영역의 크기가 두 배로 설

정되어 연산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영상 전처리를

수행하고 실중복도에서 대응점을 추출하고 모자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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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the second experiment : with preprocess
100% Overlap 80% Overlap 60% Overlap 40% Overlap 20% Overlap

1st pair Fail Success Success Success Fail
2nd pair Fail Success Success Success Success

Table 3. Result of the second experiment : without preprocess
100% Overlap 80% Overlap 60% Overlap 40% Overlap 20% Overlap

1st pair Fail Success Success Success Fail
2nd pair Fail Success Success Success Success

Fig. 12. Result of image pairs(Left : Tiepoint, Right : Mosaicking) (a : first image pair, b : second image pair).

(a)

(b)



을 수행한 결과는 Fig.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영상

페어 모두 텍스쳐가 없는 부분에서 대응점이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을 통해 텍스쳐가 없는 영상의 자동 모자이킹

을 위해 주파수 영역에서 대응점을 추출하는 기법 및 성

능 향상방안을 제안했다. 텍스쳐 정보가 부족하여 특징

점 추출 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상들을 사용하여 대응

점 추출 가능성 및 성능 향상 여부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은 제안 기법을 통하여 텍스쳐 없는 영상에서

대응점 추출을 위한 주파수 매칭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또한 영상 전처리 및 사전 정합영역 선정이라

는 성능 향상방안을 통해 매칭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선정한 중복영역에 따라서 성공여부

가 차이가 난다. 따라서 중복영역을 실 중복도에 가깝

게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단점 개선을 위

하여 중복도 선정방법 및 중복도를 알 수 없는 경우 성

공률 향상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텍스쳐 정보

가 적은 영상으로 생성된 모자이킹 결과 및 기하정확도

의 정량적 분석 방법을 탐색하고 분석이 필요하다. 또

한 주파수 매칭에 Log polar와 같은 기법을 적용하여 영

상간 이동량 뿐만 아니라 회전이나 스케일 까지 계산되

는 주파수 매칭 기법 연구를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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