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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최근에 다양한 고해상도 성 상의 발사와 함께 이들에 한 가

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 센서와 다시기 상을 함께 이용하여

상융합,객체추출,변화탐지 등의 공간정보 분야에 활용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를 해서는 다 센서 상 간의

정 한 기하보정이 선행되어야하지만,변환모델 구성을 한 정합

추출과정은 부분 수동으로 이루어져 많은 인력 시간비용을 소

모하는 원인이 된다.따라서 고해상도 다 센서 성 상 간의 자동

정합 추출을 한 연구가 요구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역

을 상으로 한 고해상도 다 센서 성 상 간의 기하보정 과정을

자동화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한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하 다.

재 취득되고 있는 고해상도 성 센서인 학 상과 SAR 상에

해서,고해상도 학 상 간의 자동 기하보정과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의 자동 기하보정으로 나 어서 각각에 한 방

법론을 제안하 다.

고해상도 학 상 간 자동 기하보정을 해서,SIFT 기법을 개

선하여 상 역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된 정 한 정합 을 추출하

다.특징 의 지역 특성을 이용하여 건물이나 산지,그림자 지

역과 같이 상이 취득될 당시의 센서 자세나 치,촬 시간 등에

따라 치차이를 보일 수 있는 지역에서 추출된 정합 을 효과 으

로 제거하 고,최종 으로 추출된 정합 으로 역 /지역 변환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기하보정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 다.고해

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자동 기하보정을 해서,강도기반과

특징기반 정합기법을 결합하여 특성이 다른 다 센서 상 간 기하

보정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 다.건물 집지역과 같이 두 센서

에서 기하 ,방사 차이를 보이는 지역을 유사도 측정 상지역에



서 제외하 고,공통된 선형화소를 이용하여 정 정합 을 추출하

다.

본 연구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하여, 표 인 고해상도 학

상인 QuickBird-2,IKONOS-2,KOMPSAT-2 상과 고해상도

SAR 상인 TerraSAR-X,Cosmo-SkyMed 상을 이용하 다.제

안 알고리즘이 다양한 센서 실험지역 특성에서도 용이 가능한

지에 한 검증과 함께,객 인 정확도 평가를 통해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정량 으로 단하 다.고해상도 학 상 간의 기하보정

정확도 평가 결과 약 1.5m 이하의 RMSE를, 학 상과 SAR 상

간 기하보정 정확도 평가 결과 약 3m 이하의 RMSE를 도출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 비교한 기존 기법에 비해 정확도가 향상된 결과

이며,도심지역을 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해도 신뢰할

만한 수 의 정확도임을 확인하 다.이를 통해,제안 기법이 고해

상도 다 센서 성 상을 다양한 공간정보 분야에 활용하기 한

효과 인 처리 기술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자동 기하보정,고해상도 다 센서 상,정합 추출,

학 상,SAR 상

학번 :2009-3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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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연구배경 동기

최근 QuickBird-2, GeoEye-1, WorldView-2, TerraSAR-X,

Cosmo-SkyMed등 다양한 종류의 고해상도(high-resolution)센서

를 탑재한 지구 측 성의 발사와 함께 이들의 상업 이용이 가능

해졌다.이러한 고해상도 성의 가용성(accessibility)이 높아지고,

이와 더불어 상처리기술이 발달하면서 고해상도 다 센서

(multi-sensor) 상의 통합 분석 활용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고해상도의 다 센서자료를 분석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융

합(image fusion),객체추출(object extraction),변화탐지(change

detection)등 다양한 공간정보 분야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효과 으

로 추출할 수 있다.세계 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한 재

고해상도 학(optical) 성인 KOMPSAT-2호로부터 취득된 상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2012년 5월에 고해상도 학 상카메라를 탑재

한 KOMPSAT-3호를 성공 으로 발사하여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2013년에는 국내 최 로 이더(radar) 센서를 장착한

KOMPSAT-5호를 발사할 정이다.

가용성이 용이해진 고해상도 성 상을 공간정보 분야에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다 센서와 다시기(multi-temporal) 상을

함께 사용하여 이들 데이터의 장 을 극 화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요하다.이를 해서는 다 센서 상 간의 기하보정

(image-to-imageregistration)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 간 기하보

정은 동일지역에 한 다른 시기,다른 ,다른 센서에 의해서

추출된 둘 이상의 상을 첩하는 과정을 말한다(Zitová and

Flusser,2003).좌표가 등록(rectified)된 상이라 하더라도 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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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성 센서가 갖는 자세나 환경,지표면 특성 등에 따라서 실제로

두 상이 갖는 좌표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최근 다수의

성들은 정사보정(ortho-rectified)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나,지형

왜곡의 보정 처리정도에 따라 구입비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보정에 사용된 DEM의 특성이나 정확도 등에 따라서 여 히 지형

치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지형 치 차이를 최

소화하는 상 간 기하보정 기술은 다 센서 상 분석에 앞서 반

드시 선행되어야하는 요한 연구 주제 의 하나이다.

상 간의 좌표체계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상 간 기하보정은 크

게 특징요소 추출(feature extraction),특징요소 간 정합(feature

matching),변환모델 구성(transformationmodelestimation),그리고

기하보정(image registration)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Zitová and

Flusser,2003).기하보정을 한 핵심 단계인 정합 (matching

point)추출은 부분의 련 연구에서 수동으로 진행됨에 따라 많

은 인력 시간비용을 소모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Bentoutou,et

al.,2005;Schowengerdt,2007;KennedyandCohen,2003).이는 고

해상도 성 상을 바탕으로 상지도 생성, 상융합,변화탐지 등

과 같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용하기 한 기술의 최신성과 신속성

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고해상도 학 상과 SAR(Synthetic

ApertureRadar) 상과 같은 특성이 다른 데이터의 효과 인 통합

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따라서 고해상도 학 상 간 자동

기하보정 기술뿐만 아니라, 학 상과 SAR 상과 같은 다 센서

상 간의 좌표체계를 자동으로 일치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기 한

연구 한 필요하다.

자동 기하보정은 앞서 언 한 기하보정의 네 단계 ,특징요소

추출과 특징요소 간 정합 단계를 자동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자동

기하보정을 한 특징요소 정합 방법으로는 강도기반 정합기법

(intensity-based matching method)과 특징기반 정합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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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basedmatchingmethod)으로 나 수 있다.강도기반 정합

기법과 특징기반 정합기법 각각의 특성에 하여 [표 1-1]에 정리하

다.

강도기반 정합기법은 두 상 체 혹은 균질하게 추출된 특징

을 심으로 하여 일정한 크기의 상 역(window)을 설정,이를

기반으로 하나의 상에서 상 역을 이동해 가면서 유사도를 측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특징 을 심으로 특정 역을 이용하여

유사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역기반 정합기법(area-basedmatching

method)이라고도 하며, 표 인 강도기반 정합기법으로는 교차상

(cross-correlation)이나 상호정보(mutualinformation),최소제곱정합

(least-squaresmatching)기법 등이 있다(FonsecaandManjunath,

1996).기 상(referenceimage)의 상 역을 고정하고 목 상

(targetimage)의 상 역을 이동하면서,유사도가 가장 높을 때의

상 역의 심 을 정합 으로 추출하며,이를 이용하여 변환모델

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징기반 정합기법은 특징 주변의 화소를 직 으로 유사도 측

정에 이용하는 강도기반의 방식과는 달리, 상 내에 두드러진

(salient) ,선,면 기반의 특징요소(features)를 추출하여 이들 간

의 유사도를 단하여 정합 을 추출한다(Zitová and Flusser,

2003).두 상에서 특징요소가 추출되면,특징요소 주변의 화소 특

성을 이용하여 유사도 측정을 한 일종의 서술벡터(description

vector)를 생성하여,이들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가장 가까운 특성

을 보이는 특징요소들을 정합 으로 추출한다. 표 인 특징기반

정합기법으로는 SIFT(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와

SURF(SpeededUpRobustFeatures)기법을 들 수 있다.

강도기반 정합기법은 상 내에 두드러진 공간특성이나 구조가 없

는 경우에도 사용가능한 장 이 있으나, 상 간의 분 인 특성이

유사하거나 은 이동량이나 회 량이 존재할 때에만 용 가능하



-4-

다.강도기반 정합기법은 의학분야에서 주로 분석하는 상과 같이

상 내에 특정한 특징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효과 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MaintzandViergever,1998).반면,특징기반 정합

기법은 상 내에 두드러진 공간특성이나 구조가 있는 경우에 사용

되며,성질이 많이 다른 다 센서 상 간 기하보정을 수행하거나

상 왜곡이 심한 경우에도 용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일반

으로 원격탐사나 컴퓨터비 (computervision)분야 같은 경우에는

상 내에 많은 식별 가능한 개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징기반 정

합기법이 기하보정에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apel and

Zisserman,2003;Huoetal.,2012).하지만 다 센서자료와 같이 분

특성이 다른 상에서 공통된 특징요소를 찾는 것과 이들을 설명

해주는 서술벡터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며,강도기반 정

합기법에 비해 오정합 (outliers)을 추출할 확률 한 높다.

이와 같이 의학,컴퓨터비 ,원격탐사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상 간의 정합과정을 자동화하려는 연구는 지속 으로 수행되어

왔지만,다른 기법에 비해 가장 우수하다고 알려진 기법이나 방법론

은 존재하지 않으며,센서나 상 특성에 따라 용될 수 있는 기술

이 달라질 수 있다.특히,고해상도 다 센서로부터 획득된 원격탐

사 상의 경우 기존에 개발된 정합기법을 이용하여 기하보정을 자

동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따라서 고해상도 다 센서 성

상 간의 기하보정과 련하여, 상의 특성과 연구동향을 악하

여 기존 알고리즘의 한계 을 악하고 이를 극복하여 높은 정확도

의 자동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은 고해상도 다 센서 상의 활

용성을 높이기 한 요한 연구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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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강도기반 정합기법 특징기반 정합기법

방법
두 상에서 일정한 크기의

상 역을 생성하여 유사도 측정

특징 을 추출하고 서술벡터를

구성하여 이들 간의 유사도 측

정을 통한 정합 추출

장
상 내 특이 공간특성이 없는

경우도 용 가능

상 간 왜곡이 심한 경우에도

용 가능

단

상 간 왜곡이 심한 경우에

용 불가능

분 인 특성이 유사한 경우에

만 용 가능

상 내에 공간특성이 없는 경

우 용 불가능

다수의 오정합 추출

표

기법

CC(Cross-Correlation)

MI(MutualInformation)

LSM (Least-SquaresMatching)

SIFT (Scale-InvariantFeature

Transform)

SURF (Speeded Up Robust

Features)

[표 1-1]강도기반 정합기법과 특징기반 정합기법의 특성



-6-

1.2.연구동향

재 상용화되고 있는 고해상도 다 센서 성 상으로는

QuickBird-2,IKONOS-2,Worldview-2,GeoEye-1,KOMPSAT-2

등의 학 상과 TerraSAR-X,Cosmo-SkyMed등의 SAR 상으

로 나 수 있다. 학 상과 SAR 상은 취득하는 장 뿐만 아

니라 측방식, 상 특성 등이 달라서 이들의 좌표체계를 통일하기

해 용되는 기하보정 알고리즘이 다르며,실제로 독립 으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이에 본 에서는 고해상도 다 센서 성 상

간 자동 기하보정을 한 세부 항목으로,고해상도 학 상 간의

기하보정과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의 기하보정으로 나

어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문제 을 도출하 다.

1.2.1.고해상도 학 상 간 자동 기하보정

학 상 간 자동 기하보정은 성 상이 처음 발사되었을 때부터

많은 심을 받았던 연구주제로, 성 상을 효과 으로 활용하기

해 필요한 기본 인 처리(pre-processing) 련 연구 에 하나다.

Rignotetal.(1991)은 일 이 자동 기하보정의 요성을 자각하고

이를 해 필요한 조건 실제 처리방법을 제안하 다.Habibet

al.(2005)은 특징기반 정합기법을 제안하여 강도기반 정합기법에 비

해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 으며,WongandClausi(2007)는 성

상의 특성을 악하여 그에 합한 상 기하보정 기법을 제안하

다.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제한된 조건에서 기존의 알고리즘이 가

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수 에 그침에 따라 일반화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 으며, 부분의 연구가 · 해상도의 센서를 상

으로 하기 때문에 분 복잡도(spectralheterogeneity)가 높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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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상에 그 로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Arévalo and

González,2008).

고해상도 상에는 · 해상도 상과는 다르게 상 내에 존재

하는 다양한 높이와 높이변화를 갖는 수많은 개체들이 존재하며,이

는 지역 인 왜곡(local distortion)이나 기복변 (relief

displacement)를 야기한다.이러한 지역 왜곡은 상 내에 존재하

는 개체의 특성과 분포에 따라 그 크기나 방향이 다르게 발생하므

로,이를 제거하기 해서는 많은 수의 정합 추출을 통한 비선형

(nonlinear)의 변환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Wang etal.,

2012).하지만 비선형의 변환식을 이용하기 해서는 상 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된 정합 이 추출되지 않으면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HongandZhang,2008).이는 지역 왜곡이 포함된

다양한 상에 해서,세부 역에 따라 각기 다른 변환식이나 변환

계수를 사용하는 비선형의 지역 변환식(localmappingfunction)을

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평가하는 연구를 통해 밝 진 바 있다

(Zagorchevetal.,2006;ArévaloandGonzález,2008).

고해상도 상의 자동 기하보정과 련해서,고해상도 상에 특

화된 특징요소 추출 알고리즘을 제안하거나 방법론을 제시하는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GianinettoandScaioni,2008;Hongand

Zhang,2008;Yuetal.,2008;XiongandZhang,2009).특히, 표

인 특징기반 정합기법 하나인 SIFT 기법이 Lowe(2004)에 의

해 소개되면서,이를 이용하여 보다 정 한 정합 을 추출하거나 정

합률을 높이기 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KeandSukthankar,

2004;Mikolajczyk and Schmid,2005;Abdel-Hakim and Farag,

2006;Lemuz-López and Arias-Estrada,2006;Moreland Yu,

2009).하지만 SIFT 기법은 일반 상에서 정합 을 추출하거나 객

체 인식(objectrecognition)을 해 컴퓨터비 분야에서 개발된 알

고리즘이기 때문에,이를 원격탐사 상에 용할 경우 많은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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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우선,SIFT 기법을 통해 특징 을 추출하고 정합 을 선

정하는 과정에서의 계산 복잡성에 의해 넓은 범 의 고해상도 상

에서는 용이 어렵고, 상 내에 유사한 개체가 많아서 다수의 오

정합 을 추출하는 경향을 보인다(Lietal.,2009). 한,SIFT기법

은 정합 의 분포에 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기하보정 정확도에

향을 끼칠 수 있다(Sedaghatetal.,201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SIFT 기법을 고해상도 학 상

간 정합 을 추출하는데 합한 형태로 개선하여 기하보정을 수행

하기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Gonçalves et al., 2011;

Sedaghatetal.,2011;Hanetal.,2012;Huachaoetal.,2012;Huo

etal.,2012;Wangetal.,2012).넓은 지역의 고해상도 상에 용

하기 해서,Huoetal.(2012)은 원 상의 해상도를 떨어뜨린 고차

의 피라미드 상(pyramid image)에서부터 원 상에 이르기까지

SIFT 기법을 순차 으로 용하여 정합 을 추출함으로써 넓은 연

구지역에서도 빠르게 기하보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

다.Wangetal.(2012)은 SIFT 기법이 넓은 지역에 용이 어려

운 과 고르게 분포된 정합 을 추출하기 어렵다는 단 을 해결하

기 해 기존의 SIFT 기법을 성 상 특성에 맞게 변형하 고,

Sedaghatetal.(2011)은 특징 의 수와 분포의 조 을 통해 고르게

분포된 정합 을 추출하 다.오정합 을 제거하기 한 연구로,

Gonçalvesetal.(2011)은 상분할(imagesegmentation)기법을 이

용하여 면 기 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SIFT 기법을 용하지

않음으로써 연산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오정합 이 추출될 수 있는

후보지역을 제거하 고,Hanetal.(2012)은 특징 간의 방향정보

차이를 이용하 다.Huachaoetal.(2012)은 경사(oblique) 상에서도

정 한 정합 을 추출할 수 있도록 SIFT기법과 최소제곱정합 기법

을 결합하 다.

하지만 이러한 알고리즘의 부분은 특정 연구지역이나 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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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게 설계되어 있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고해상도 학 상

간 자동 기하보정을 한 일반화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SIFT 기법은 원격탐사 상을 해 개발된 정합 추

출 기법이 아닌 만큼,고해상도 상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그림자에

서 추출되는 정합 과 같이 기하보정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합 을 제거하기 한 연구나 지역 지형왜곡을 보정하기 한

연구 한 필요하다.

1.2.2.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자동 기하보

정

일반 으로 능동형(active)센서로부터 취득되는 SAR 상은,기

상조건에 향을 받지 않고 야간에도 촬 이 가능하여 고해상도

학 상만으로는 취득이 불가능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즉, 학 상과 SAR 상과 같이 두 이종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

할 경우 객체추출, 상융합,변화탐지 등 일반 인 다 센서를 이

용한 활용뿐만 아니라,세분류 토지피복도 생성,재난 피해 측

모니터링,수종 별,농작물 생산량 추정 등 다양한 분야에 용이

가능하다(Hasanetal.,2012).하지만 SAR 상은 마이크로 와

측 상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상에 많은 스페클잡음

(speckle noise)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측면 측

(side-looking)방식으로 데이터를 취득함에 따라 동일지역의 학

상과 큰 지형 치차이를 보인다.이 듯 상 특성이 다른 학

상과 SAR 상을 동시에 활용하여 정보를 추출하기 해서는 두

상 간 기하보정이 필수 이다.

학 상과 SAR 상의 기하보정을 한 연구는 2000년 에

본격 으로 시작되었으며, 기에는 상 내에 존재하는 ,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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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특징요소를 이용하여 상 간 정합 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주

로 진행되었다(Dareand Dowman,2000;Aliand Clausi,2002;

HongandSchowengerdt,2003).두 상의 기 치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 선이나 면 개체 기반의 특징요소를 추출하여

이들 간의 정합을 통한 두 상 간 기하보정을 실시하기 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상에서 패치(patch)를 추출하여 이의 면

이나 둘 ,가로/세로 길이 비 등의 형상정보(shapeinformation)를

이용하여 패치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거나(DareandDowman,2001)

선형개체를 이용하여 정합 을 추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Hong

andSchowengerdt,2005;한유경 등,2011).하지만 이러한 특징기

반의 정합기법은 두 상 간 기 치 차이를 최소화하는 사 기

하보정(pre-registration)단계가 포함되는 만큼,완 한 자동화 기법

이라고 할 수 없다.

성 상 간 자동 기하보정은 앞서 언 하 다시피 상 내에 존

재하는 특징요소를 이용하여 이들 간의 유사도 측정을 통해 정합

을 추출하는 특징기반 정합기법을 통해 변환식을 구성하는 것이 일

반 이다.하지만 SAR 상의 경우 학 상과는 다른 기하 ,방

사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징요소를 추출하기 어려우며,추

출된 요소특성이 학 상의 특성과 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합

을 추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Chenetal.,2003).뿐만 아니라,두

데이터 특성차이는 상에서 시각 단에 의해 수동으로 정합

을 추출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을 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 부분의 학 상과 SAR 상 간 기하보정을 자동으로 수행하

는 연구에서는 상 내에 식별 가능한 특징요소가 더라도 용이

가능한 강도기반 정합기법을 주로 이용하 다(Reinartzetal.,2011).

표 인 강도기반 정합기법으로는 교차상 기법과 상호정보기법

을 들 수 있다.하지만 분 특성이 상이한 학 상과 SAR 상

의 경우 상 간 유사도를 단순히 화소기반으로 단하는 교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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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으로는 신뢰할만한 기하보정 결과를 얻을 수 없다(Surietal.,

2009).반면,의학 분야에서 처음 소개된 상호정보기법은 분 특

성이 다른 상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강 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Violaetal,,1997),원격탐사 분야에서도 상호정보기법을 활

용하여 학 상과 SAR 상 간 기하보정을 수행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Chen etal.,2003;Cole-Rhodesetal.,2003;

Shuetal.,2005;한유경 등,2012).Chenetal.(2003)은 상호정보기

법을 이용하여 방사 특성이 다른 두 상 간의 x,y방향에 한

변 량(translation)과 회 량(rotation)차이를 구하 으나,상 으

로 기복변 의 향이 은 · 해상도 상에만 용이 가능한 한

계를 갖는다.Cole-Rhodesetal.(2003)은 통계 최 화(stochastic

optimization)기법을 통해 상호정보 값을 최소화하 고,Shu et

al.(2005)은 방향(orientation)정보와 상호정보를 동시에 이용하여

상 간 변 량과 회 량의 차이를 추정하 다.그 외에도,계산 비용

이 큰 상호정보기법에 하여 임계치를 용함으로써 효율 으로

계산 복잡도를 이거나(Surietal.,2010)정합 추출을 통한 센서

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Reinartzetal.,

2011).하지만 부분의 상호정보기법을 이용한 유사도측정 기법의

경우 단순히 상 역에 한 변 량만을 계산하므로 상 지역

인 측면에서는 기하보정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상호정보기법을 사용하여 상 간 유사도를 측정하여 기하보정을

수행한 연구 외에도,CCRE(Cross-CumulativeResidualEntropy)를

이용하여 다 센서 상 간 정합을 수행하거나(Hasanetal.,2012),

형상 콘텍스트(shapecontext)를 통해 변환식 구성에 필요한 최소의

정합 을 추출하거나(HuangandLi,2010),SIFT 기법을 개선하여

학 상과 SAR 상 간 기하보정을 수행하기도 하 다(Fanetal.,

2013).고해상도 SAR 상 간의 기하보정을 수행하기 한 연구

한 수행되었다(Chenetal.,2007;Surietal.,2009;Schwind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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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이러한 연구는 부분 · 해상도 상을 상으로 하 고,

고해상도 상에 용하도록 개발된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도심지

역은 제외한 평평한 지역만을 상으로 하거나,동일한 공간해상도

의 상에만 연구를 수행하는 등,제한된 조건에서만 용이 가능하

다는 한계가 존재한다.특히, 학 상과 SAR 상 간의 방사특성

차이가 큰 높은 건물이 집된 지역이나 기복의 변화량이 큰 지역

에 한 고려 없이 알고리즘을 용하여 계산된 유사도값이나 추출

된 정합 은 기하보정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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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구의 목 범

본 연구의 목 은 고해상도 다 센서 성 상 간의 기하보정 과

정을 자동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논문

은 크게 고해상도 학 상 간 자동 기하보정 부분과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자동 기하보정 부분으로 나 수 있으며,다

수의 건물이 포함된 도심지역을 실험 상으로 하 다.각 세부 주제

에 해서 1.2 에서 제기한 선행연구들의 문제 한계를 극복하

고자 하 으며,다양한 고해상도 다 센서에 제안 방법론을 용하

고,정확도 평가를 통해 그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고해상도 학 상 간 자동 기하보정에 한 선행연구의 문제 과

이를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에 해서 요약하여 [표

1-2]에 제시하 다.SIFT 기법을 고해상도 학 상 간의 정합

추출에 맞게 개선하여 상 역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된 정 한

정합 을 추출하고자 하 으며,기하보정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오정

합 을 제거하기 해 특징 의 치와 방향정보를 이용하 다.지

역 지형왜곡을 보정하기 해서 역 /지역 변환모델을 생성하

여 기하보정을 수행하 고,알고리즘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다양한 고해상도 학 상으로 실험지역을 구성하 다.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자동 기하보정을 해서,강

도기반 정합기법과 특징기반 정합기법을 결합하여 두 기법이 가지

고 있는 장 을 극 화하 다.건물 집지역과 같이 학 상과

SAR 상에서 치 ,방사 차이를 크게 발생시키는 지역을 상

분할기법을 통해 유사도 측정 상지역에서 제거함으로써 기하보정

결과에 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 다.다양한 고해상도 학 상

과 SAR 상으로 실험지역을 구성함으로써 제안 알고리즘의 일반

화 가능성을 평가하 다.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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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보정 련 선행연구의 문제 을 제시하고,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을 [표 1-3]에 요약하여 정리하 다.

1장에서 제시된 고해상도 다 센서 성 상 간의 자동 기하보정

에 한 선행연구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2장에서는 SIFT 기

법을 개선한 고해상도 학 상 간 자동 기하보정 방법론을 제안한

다. 표 인 고해상도 학 성 센서인 QuickBird-2,IKONOS-2,

KOMPSAT-2 상에 제안 방법을 용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다.3

장에서는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자동 기하보정에 한

선행연구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법론을 제시한다.고해상도

학 성 센서와 더불어 고해상도 SAR 센서인 TerraSAR-X,

Cosmo-SkyMed 상을 이용하며,실험을 통해 제안 기법의 우수성

을 검증한다.마지막으로 4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

론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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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해결 방안

SIFT기법은 성 상의 정합

추출을 해 개발된 기법이 아님

SIFT기법을 성 상 간의

정합 추출에 맞게 개선

기하보정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정합 을 제거하기 한 노력 부족

특징 의 치와 방향정보를

이용하여 오정합 제거

지역 지형왜곡 보정에 한 고려

부족

고르게 분포된 정 한 정합 을

이용하여 역 /지역 변환모델

생성

특정 센서나 제한된 조건에서만

용 가능

다양한 고해상도 학 상을

조합하여 실험지역 구성

[표 1-2]고해상도 학 상 간 기하보정에 한 선행연구의

문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

선행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해결 방안

특징기반 정합기법의 경우

부분이 반자동 알고리즘임
강도기반기법과 특징기반기법을

결합하여 알고리즘을 자동화하고

지역 왜곡 보정
강도기반 정합기법의 경우 지역

지형왜곡 보정 불가능

건물 집지역과 같은 큰

기복변 를 야기하는 지역에 한

고려 부족

상분할기법을 통해 유사도 측정

상지역 선정

특정 센서나 제한된 조건에서만

용 가능

다양한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으로 실험지역 구성

[표 1-3]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기하보정에 한

선행연구의 문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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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해상도 광학영상 간 자동 기하보정

2.1.개요

SIFT 기법을 통해 추출되는 정합 은 성 상에 존재하는 지역

특성을 온 히 반 하지 못하기 때문에,이를 아무런 처리 없이

용하면 신뢰도 높은 기하보정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특히,건

물의 지붕이나 산지지역과 같이 높이변화가 심하거나 높은 높이값

을 갖는 지역에서 추출된 정합 은 그들이 갖는 기복변 와 그에

따른 지역 왜곡에 의해 기하보정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Han

etal.,2012). 한 SIFT 기법은 추출된 정합 이 상에 어떻게 분

포하느냐에 한 고려는 없기 때문에, 상의 특정 지역에 편 된

다수의 정합 을 추출할 우려가 있다(Sedaghatetal.,2011).이에

본 연구에서는 SIFT 기법을 개선하여 상 역에 고르게 분포된

정 한 정합 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건물이나 산지,그

림자 지역 등과 같이 상이 취득될 당시의 센서 자세나 치,촬

시간 등에 따라 치차이를 보일 수 있는 지역에서 추출된 정합

을 효과 으로 제거함으로써 기하보정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 다.

고해상도의 IKONOS-2,QuickBird-2,KOMPSAT-2 상으로 구성

된 실험지역에 본 알고리즘을 용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이 특정 센

서나 실험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고자 하

다.SIFT 기법을 개선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제안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 의 분포와 오정합 제거 효과,기하보정 정확도 결과

를 SIFT기법과 비교함으로써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상 으로 평

가해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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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연구 방법

다 센서로부터 취득된 고해상도 학 상 간 기하보정을 수행하

기 한 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2-1]과 같다. 기 기 상

(referenceimage)과 목 상(targetimage)간 치 계를 규명하

기 해서 SIFT 기법을 이용하여 정합 을 추출한 후 높은

RMSE(RootMeanSquareError)값을 갖는 정합 을 순차 으로

제거하여 어핀변환계수(affinetransformationcoefficients)를 추정하

다.추정된 변환계수를 통해 기 상좌표로 변환된 목 상의

특징 과 기 상의 특징 간에 공간거리(spatialdistance)를 계산

하고,이와 방향벡터거리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유사도 측정방식

인 결합거리(jointdistance)를 계산하여 보다 정 한 정합 을 추출

하고자 하 다.건물이나 산지,그림자 등과 같이 기하보정 정확도

를 떨어뜨릴 수 있는 지역에서 추출된 정합 을 제거하기 해 특

징 의 방향정보를 이용하 다.이 게 추출된 정합 에서, 상

역에 해 균일한 격자망을 구성하여 각 격자망에서 가장 유사도

가 높은 정합 을 최종 으로 추출하여 변환모델을 구성하 다.고

해상도 상에 존재하는 지역 왜곡을 효과 으로 제거하기 해

서 역 /지역 변환모델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변환식을 제안

하여 최종 으로 기 상의 좌표체계로 변환된 목 상을 생성하

다.제안 기법으로부터 추출된 정합 의 정확도와 분포에 한 평

가와 더불어 기하보정된 결과에 한 정확도를 평가하기 해,

SIFT기법을 통해 수행된 결과와 비교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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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고해상도 학 상 간 자동 기하보정 연구 흐름도

2.2.1.SIFT 기법을 이용한 특징 간 기 치 계

추정

1)SIFT기법

Lowe(2004)에 의해 개발된 SIFT 알고리즘은 가우시안 스 일 공

간상에서 특징 을 찾아서 주변화소를 이용하여 서술벡터를 생성하

여 정합 을 찾는 기법으로,스 일 회 변화에 향이 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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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을 추출할 수 있는 장 이 있다.SIFT 기법은 특징 추출

(featureextraction),주방향 할당(orientation assignment),특징

서술(featuredescriptor) 정합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① 특징 추출

스 일 공간상에서의 극 (extrema)은 상에서 스 일이나 회

등의 변환이 발생하여도 다시 탐색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IFT 기법의 특징 추출 과정은 다양한 가정 하에서도 스

일 공간을 효과 으로 생성한다고 알려진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하

여 극 을 추출한다(Koenderink,1984;Lindeberg,1994).가우시안

필터의 효과를 조 하는 값을 변화하면서 생성한 인 한 가우시안

상 간의 차 상(DifferenceofGaussian,DoG)을 생성한 후,각 스

일의 차 상에서 발생하는 극 이 특징 으로 추출된다. 상

에 의 스 일을 갖는 가우시안 필터를 용한 상 

은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 (2-1)

여기서 ∗는 x,y에 한 컨볼루션(convolution)연산을 의미하고

는 아래와 같은 가우시안 필터를 의미하며,식 (2-2)로 표

할 수 있다.







(2-2)

가우시안 차 상인 는 인 한 가우시안 상을 만들기

해  스 일에 일정한 상수 가 곱해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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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2-3)

가우시안 차 상이 생성되면 생성된 스 일 가우시안 공간에서

인 한 총 26개의 화소와의 비교를 통해 지역 극 (maxima)과

극소 (minima)을 후보 특징 으로 추출한다.2차 테일러 개

(Taylorexpansion)를 이용하여 특징 의 정 한 치와 스 일값을

구하고,상 으로 낮은 비특성을 갖는 특징 을 제거하는 후처

리과정을 거쳐 최종 특징 을 추출한다.[그림 2-2]는 생성된 가우

시안 차 상에서 추출되는 후보 특징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가우시안 차 상에서 후보 특징 추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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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방향 할당

방향에 향을 받지 않는 정합 을 추출하기 해서는 각 특징

에 한 주방향을 결정하여 이를 기 으로 회 한 후에 순차 으로

특징 을 서술해야한다.가우시안 필터가 용된 상의 화소

에 한 변화 강도(gradientmagnitude)와 변화 방향

(gradientorientation)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4)

 tan (2-5)

계산된 변화 강도와 방향 정보를 이용하여 각 특징 에 한 방향

히스토그램(orientation histogram)을 생성한다.방향 히스토그램은

360도를 커버하는 36개의 구역(bins)으로 나뉘며,히스토그램은 변화

강도와  스 일의 1.5배 값을 갖는 원형의 가우시안 필터를 가 치

로 용하여 된다.방향 히스토그램의 피크(peak) 을 해당 특

징 의 주방향으로 결정한다.두 번째 피크 이 최고 피크 의 80%

이상인 경우 이 한 특징 으로 추출하며,이는 같은 치에서 같

은 스 일을 갖지만 다른 주방향을 갖는 다 의 특징 (multiple

features)이 추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2-3]은 특징 주변

화소를 이용하여 생성한 방향 히스토그램과 주방향 결정 과정을 보

여 다.기 상에서 l개의 특징 ,목 상에서 m개의 특징 이

추출되었다고 가정하면, 각 상에서 추출된 특징 은

   ⋯와 ′ ′ ′ ⋯′로 표 될 수 있고,각 상

의 임의의 특징      와 ′  ′ ′ ′ ′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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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x,y 치좌표와 주방향,스 일의 4차원 벡터로 표 된다.

(a) (b)

[그림 2-3]방향 히스토그램 생성(a) 주방향 결정(b)

③ 특징 서술 정합 추출

각 상에서 특징 추출이 완료되면,이를 서술벡터로 서술하여

특징 간 유사도를 계산하여 정합 을 추출한다.특징 의 주변화

소에 하여 식 (2-4)와 (2-5)에서 계산한 변화 강도와 변화 방향에

한 계산을 수행한다.방향에 한 불변(invariant)속성을 해 주

방향을 기 으로 상 으로 회 한 후 서술을 진행하며,특징 의

앙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변화 강도와 방향에 한 가 치를 감소

시키기 해서 [그림 2-4]의 (a)와 같이 서술자 도우 폭의 반

사이즈로 정의된  값의 가우시안 가 치함수를 용한다.특징

서술은 [그림 2-4]의 (b)와 같이 서술된다.4×4크기의 세부 역

(subregion)을 8개의 방향으로 표 하며,각 화살표의 길이는 히스토

그램 값으로 응된다.이로써 모든 특징 은 모든 방향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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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들을 포함하는 벡터의 형태로 형성되며,화살표의 길이로 방향

히스토그램 값의 크기를 표 한다.[그림 2-4]의 (b)는 2×2배열로

방향 히스토그램의 8방향 성분을 SIFT 서술자 벡터로 표 한 결과

를 보여 다([그림 2-4]의 방향 히스토그램은 2×2배열로 표 되었

으나 실제 사용되는 세부 역은 16×16화소이며,추출되는 방향 히

스토그램 크기는 4×4배열로 용됨).기 상과 목 상에서 추

출된 특징 들 간의 128차원(4×4배열 ×8방향 =128)의 벡터로

유클리드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정합 과 두 번째로 가까운

정합 간의 거리의 비가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에 정합 으로 선정

한다.

(a) (b)

[그림 2-4]SIFT서술자 (Lowe,2004)

2)특징 간 기 치 계 추정

본 연구에서는 SIFT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 을 이용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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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간의 기 치 계를 2차원 어핀변환으로 표 하 다.어핀변

환은 x,y축에 한 스 일(scale),비직교성(nonorthogonality),회

(rotation),그리고 변 량(translation)으로 정합 간의 계를 설명

한다.SIFT 기법을 통해 총 개의 정합 이 추출되었다고 할 때,

기 상의 정합  ⋯와 목 상의 정합

′ ′′⋯′는 4차원의 벡터로 표 되며,기 상의 임의의

정합   와 이에 응하는 목 상의 정합

′  ′′′′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
′   

  
′
′


 (2-6)

여기서 ,는 기 상의 정합 좌표이고 ′,′는 그에

응하는 목 상의 정합 좌표이며,   는 독립 인 어핀변

환계수를 나타낸다.6개의 어핀변환계수를 구하기 해서는 최소 3

개의 정합 이 존재하여야 하며,그 이상이 존재할 경우 최소제곱법

(leastsquaremethod)을 통해서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SIFT기법으로 추출된 정합 의 경우 오정합 이 존재할 수 있으

므로 이를 제거하는 과정이 추가 으로 요구된다.이에 본 연구에서

는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구한 어핀변환계수를 정합된 목 상의

모든 특징 에 용하여,이에 응하는 기 상의 특징 과의 거

리차를 단하는 RMSE를 계산하 다.가장 큰 RMSE를 갖는 정합

을 오정합 으로 단하여 제거한 후 나머지 정합 으로 다시 변

환계수를 갱신하는 과정을 반복하여,모든 정합 의 RMSE가 특정

임계치보다 낮을 때의 변환계수를 최종 어핀변환계수로 추정하 다.

추정된 어핀변환계수를 이용하여 목 상의 모든 특징 의 좌표

를 기 상의 좌표로 변환하여 보다 정 한 지역 정합 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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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필요한 공간거리를 계산하는데 사용하 다.목 상에서 추

출된 임의의 특징 ′  ′ ′ ′ ′는 정 한 지역 정합

추출을 한 ″로 식 (2-7)과 같이 변환할 수 있다.

″  ″ ″ ″ ″ ′′ ′ ′ (2-7)

여기서 는 SIFT 기법으로부터 추정된 어핀변환계수를 의미한

다.

2.2.2.공간거리와 원형버퍼를 이용한 지역 정합 추

출

고해상도 성 상의 공간해상도나 취득될 당시의 촬 각

(off-nadirangle),촬 시기(acquisitiontime)등의 특성이 다르더라

도, 상 내에서 응되는 정합 이 존재할 수 있는 치는 지형

인 제약(geometricconstraint)을 가진다.다시 말하면,두 상에서

응되는 정합 들에 해서,그들이 분포할 수 있는 범 가 제한된

탐색 역(searchingspace)내로 한정된다.하지만 지형 제약에

한 고려 없이 단순히 특징 의 특성에 따라 기술된 서술벡터에 의

해 정합 을 추출하는 SIFT기법으로는 높은 정합률을 도출하기 어

렵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특징 간의 치 차이인 공간거리

와 원형버퍼라는 개념을 추가 으로 이용하 다.앞서 추정한 어핀

변환계수를 이용하여 목 상의 모든 특징 의 좌표를 기 상의

좌표로 변환함으로써,두 상에서 추출한 특징 간의 공간거리를

구할 수 있고,이 거리정보를 128차원의 방향 벡터 간 유클리드거리

와 통합하여 지역 정합 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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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합을 한 후보 을 선정하기 하여 기 상의 특징

을 기 으로 일정 공간거리 버퍼를 지정하여 버퍼 내에 존재하는

목 상의 특징 만을 정합 고려 상으로 하 다.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보다 많은 수의 정합 을 상 역에 걸쳐서 추출함과 동

시에,SIFT 기법을 통해 추출했던 특징 을 그 로 사용함으로써

시간비용을 이고자 하 다.기 상의 하나의 특징 을 라고

하고,이 특징 의 원형버퍼 내에 존재하는 목 상의 임의의 특징

을 ′라고 할 때,공간거리 ′는 식 (2-8)과 같이 계산된

다.

′

′′



″″
(2-8)

여기서 은 원형버퍼의 반지름을 의미한다.원형버퍼 내에 존재하

는 목 상의 모든 특징 은 정합을 한 후보 특징 이 된다.식

(2-8)에서 알 수 있듯이,공간거리를 원형버퍼 반지름 로 나눠 으

로써 공간거리의 범 는 [0,1]로 정규화 된다.[그림 2-5]는 기

상의 특징 을 기 으로 원형버퍼의 반지름 내에 존재하는 목

상의 특징 만을 지역 정합을 한 후보 으로 제한한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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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지역 정합 추출을 한 공간거리와 원형버퍼

기 상의 각 특징 에 한 원형버퍼와 이에 따른 목 상의

후보 특징 의 공간거리가 결정되면,두 특징 을 정합하기 한 결

합거리 ′는 식 (2-9)와 같이 계산된다(Hanetal.,2012).

′ ′′ (2-9)

여기서 ′는 두 특징 의 128방향벡터에 한 유클리드거

리를 의미한다. 두 특징 의 치가 완 히 일치했을 경우

′의 값이 0이 되어 단순히 128방향벡터 간의 유클리드거리

만을 정합 거리로 단하게 되며,두 특징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

록 방향벡터거리에 높은 가 치가 부여되어 결과 으로 정합 으로

선정될 확률이 어들게 된다.임계치보다 작은 가장 가까운 결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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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갖는 정합 에 하여,두 번째로 가까운 정합 의 거리에

한 가장 가까운 정합 의 거리의 비가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에 최

종 정합 으로 선정하 다.

2.2.3.특징 주방향정보를 통한 오정합 제거

각각의 상이 갖는 취득시각이나 취득시의 센서 자세,촬 각 등

의 특성으로 인해,그림자 지역이나 높은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기복

변 의 크기와 방향은 상마다 다르며,특히 고해상도 상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더욱 도드라지게 된다.따라서 그림자 지역이나 고층

건물,산림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추출된 정합 들은 보다 높은 기하

보정 정확도를 얻기 해서는 제거되어야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지 치 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역에서 추출되지 않은 정합

뿐만 아니라 높이변화가 심한 지역에서 추출된 정합 한 오정

합 으로 단하여 제거하 다.이러한 들은 앞서 사용한 원형버

퍼의 지형 제약으로 인해 일차 으로 제거될 수 있다. 를 들어

하나의 정합 이 건물의 지붕에서 추출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두

상 모두에서 기복변 를 야기하며,그 방향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

에 그 치의 차이가 실질 으로 다른 일반 인 정합 들과의 치

차이와는 다르게 발생한다.이는 이 정합 이 아무리 서술벡터에 의

해 서술된 특성이 유사하더라도,원형버퍼 안에 존재할 가능성이

어들기 때문에 결과 으로 정합 이 될 확률이 어들게 된다.만약

이 정합 이 버퍼 안에 존재하더라도,그 치는 버퍼의 가장자리

부분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이는 두 특징 간의 공간거리가 포

함된 제안한 유사도 거리를 증가시켜,결과 으로 정합 으로 추출

될 확률이 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원형버퍼를 이용하여 오정합이라고 단되는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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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정합 으로 추출되는 것을 사 에 차단하고자 하 고,이 과정에

서 제거되지 못한 오정합 들은 추출된 후보 정합 간의 주방향정

보의 차를 이용하여 추가 으로 제거해 주었다.건물의 지붕이나 그

림자와 같이 성센서의 촬 각이나 촬 시기에 따라 상마다 다

른 방향이나 형상을 갖는 개체에서 추출된 정합 들은 다른 일반

인 정합 들에 비해 다양한 방향정보의 차이를 갖게 된다([그림

2-6]).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오정합 을 제거하

다.SIFT기법으로부터 추출된 기 상의 임의의 정합 와 이에

응하는 목 상의 정합 ′의 주방향 차 는 다음과 같이 구

할 수 있다.

 ′ (2-10)

여기서,와 ′는 각각 와 ′의 주방향을 의미한다.SIFT기법

으로부터 추출된 총 개의 정합 에 해서,주방향 차에 한 평균

와 표 편차 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11)

 





 








(2-12)

후보 정합 으로부터 방향정보의 차에 한 평균과 표 편차를 구

한 후,표 화 수(z-score)를 계산하여 이를 이용하여 오정합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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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 다.표 화 수 는 식 (2-13)과 같이 계산된다.

 




(2-13)

여기서,와 는 각각 후보 정합 으로부터 구한 평균과 표

편차를 의미한다. 값이 보다 큰 값을 가질 때,는 오정합

으로 단되어 후보 정합 에서 제외된다.

[그림 2-6]촬 각에 따른 건물 지붕에서의 특징 주방향 변화



-31-

2.2.4.균일 격자망 구성을 통한 정 정합 추출

제안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 은 결합거리 에 한 임계치를

조 함으로써 추출될 정합 의 수를 조 할 수 있다.하지만 고해상

도 학 상 간 기하보정의 경우 추출된 정합 의 분포 한 요

한 역할을 한다.특정 지역에 특징 이 추출될 수 있는 개체가 집

되어있다고 할 때,이 지역에서 다수의 정합 이 추출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편 된 정합 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환식인 구간

선형함수(piecewiselinearfunction)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삼각망을

과하게 구성하는 원인이 된다.삼각망을 과하게 구성할 경우,그 삼

각망에 내포되거나 삼각망 여러 개에 걸쳐서 존재하는 객체의 형태

가 심하게 왜곡될 우려가 있다.뿐만 아니라,균질한(homogeneous)

특성을 갖는 지역 한 정합 이 추출되지 않아 기하보정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공간 분포에 한 고려가 없이 단순히 특징 특성에 따

라 기술된 서술벡터에 의해 정합 을 추출하는 기존의 SIFT기법으

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

역에 걸쳐서 일정한 크기의 격자망을 형성하여,각 격자망 당 하나

의 정합 을 추출하도록 하 다.즉,추출된 정합 에 해서 각 격

자망에서 가장 작은 결합거리 값을 가지는 하나의 정합 만을 추출

하며,이를 통해 상 역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된 정 한 정합

을 추출하고자 하 다.

2.2.5.변환모델 구성

최종 으로 추출된 정합 을 이용하여 두 상 간의 변환을 수행

할 모델식을 구성하 다.고도가 높거나 고도 변화가 심한 지역은

센서의 촬 방식에 따라 많은 기복변 를 발생시키게 되며,이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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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 해상도 상보다 고해상도 상에서 더욱 두드러진다.이

게 기복변 가 발생하는 두 상을 어핀변환이나 차의 다항함수

(polynomialfunction)와 같은 선형변환모델로 기하보정할 경우 이러

한 왜곡을 보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형식과

비선형식을 결합한 형태인 역 /지역 변환모델(global/local

mappingfunction)을 제안하여 두 상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 인

차이를 최소화하 다.

지역 변환모델로 사용된 구간 선형함수는 상 간 정합 들을

이용하여 델로니 삼각망(Delaunaytriangulation)을 구성하여 삼각망

각각에 해 다른 어핀변환계수를 계산하여 변환을 수행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Goshtasby,1986).델로니 삼각망 규칙에 따라 세 정

합 으로 구성된 기 상의 삼각망과 그에 응하는 목 상의

삼각망 간의 계를 어핀변환을 통해 나타낼 수 있고,이때의 변환

계수를 이용하여 삼각망 내에 존재하는 목 상의 모든 화소의 좌

표를 기 상의 좌표로 변환할 수 있다.이러한 과정을 모든 삼각

망에 하여 수행하며,각 삼각망이 서로 다른 계수를 갖는 어핀변

환을 통해 지역 으로 기 상의 좌표로 기하보정됨으로써 고해상

도 상이 갖는 지역 왜곡이나 기복변 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

이 있다.반면,정합 이 존재하지 않는 상의 외각 지역의 경우

주변 삼각망을 이용한 외삽법(extrapolation)을 통해 변환을 수행하

기 때문에 왜곡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단 이 있다(Arévaloand

González,2008).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 에 향을 받지 않는 지

역,즉,정합 이 존재하는 두 상의 동일지역에 해서만 구간

선형함수를 용하 고,그 외의 지역은 역 인 어핀변환을 수행

하 다.[그림 2-7]과 같이 삼각망 외각에 존재하는 정합 (붉은색으

로 표시)을 이용하여 어핀변환계수를 추정하며,이를 이용하여 상

에서 삼각망이 구성되지 않은 지역(회색 지역)에 한 변환을 수행

하게 된다.삼각망 외각에 존재하는 정합 만을 역 인 어핀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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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를 추정하는데 이용함으로써 두 변환모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 다.이 듯 기존의 구간 선형함수와 어핀변환식

이 가지는 단 을 서로 효과 으로 보안함으로써 기하보정 정확도

를 높이고자 하 다.

[그림 2-7] 역 /지역 변환모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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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실험 용 평가

2.3.1.실험데이터 평가척도

1)실험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지역 일 를 실험지역으로 선정하 고,0.6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QuickBird-2흑백 상과 1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IKONOS-2와 KOMPSAT-2 흑백 상을 사용하 다.

QuickBird-2 상은 2006년 10월 28일 촬 되었으며,13.5°의 촬

각을 갖는다.2006년 3월 25일 촬 된 IKONOS-2 상은 29.68°의

촬 각을 보이며,2008년 9월 13일 촬 된 KOMPSAT-2 상은

19.55〫의 촬 각을 갖는다.실험에 사용된 고해상도 학 상에

한 제원은 [표 2-1]과 같다.

제원 QuickBird-2 IKONOS-2 KOMPSAT-2

공간해상도 (m) 0.6 1 1

방사해상도 (bit) 11 11 10

촬 각 (°) 13.50 29.68 19.55

촬 날짜 2006-10-28 2006-03-25 2008-09-13

상처리수
standard

product

standard

geometrically

corrected

standard

product(1G)

[표 2-1]실험에 사용된 고해상도 학 상 제원

실험 상지역은 의 두 지역을 선정하 고, 각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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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Bird-2,IKONOS-2,KOMPSAT-2 상의 복(overlap)되는

역으로 구성하 다([그림 2-8]).세 상의 같은 지역에 하여 두

상을 조합하여 실험지역을 선정하 다.즉,상 으로 0.6m의 높

은 공간해상도를 보이는 QuickBird-2를 기 상으로 IKONOS-2와

KOMPSAT-2 상을 각각 기하보정하 고,IKONOS-2 상을 기

상으로 KOMPSAT-2 상을 기하보정하여,실험지역 당 총 세

번의 기하보정을 수행하 다.첫 번째 실험지역은 한국과학기술원

(KAIST)일 로 학 내의 건물을 포함한 주변 건물,도로,운동장,

호수,산지 등이 고루 분포된 지역이다.두 번째 실험지역은 한밭수

목원 주변지역으로,수목원의 다양한 식생과 주변의 건물 집지역,

도로,다리,나 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선정하 다.모든 실험지역의

크기는 1000×1000화소로 선정하 으며,특징 을 보다 효과 으

로 추출하기 해서,모든 상에 하여 히스토그램 평활화

(histogram equalization)과정을 수행한 후 8비트(bits) 상으로 변

환하여 SIFT 기법을 용하 다(Hanetal.,2012). 처리 과정이

수행된 상은 [그림 2-9]와 같다.

[그림 2-8] 학 상 간 기하보정 실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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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지

역

1

QuickBird-2 IKONOS-2 KOMPSAT-2

실

험

지

역

2

QuickBird-2 IKONOS-2 KOMPSAT-2

[그림 2-9] 처리 과정이 수행된 학 상 간 기하보정 실험지역

2)정량 평가 기법

제안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단하기 해서,추출된 정합 의 신

뢰도와 분포,그리고 기하보정 결과에 한 정확도의 세 가지 측면

에서 평가를 수행하 다.정합 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면 지역

으로 존재하는 기복 변 를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변환모델의 신뢰도 한 높일 수 있다. 표 인 정합 분포에

한 평가 척도로는 삼각망을 구성하여 추출된 정합 의 분포 정도

를 평가하는 DQ(Distribution Quality)를 들 수 있다(Zhu etal.,

2006).정합 의 분포와 더불어 얼마나 신뢰할만한 정합 이 추출되

었는지 한 요한 평가 요소 에 하나이다.RC(Registration

Consistency)는 추출된 정합 으로부터 구성된 변환모델의 신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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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척도이다(Holdenetal.,2000;Chenetal.,2003).기하보

정에 한 정확도를 평가하기 한 표 인 평가 척도로는 검사

(checkpoints)을 이용하는 RMSE와 CE90(CircularErrorwith90%

Confidence)을 들 수 있다.

① DQ(DistributionQuality)

DQ는 추출된 정합 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었는지를 단하는

척도이다.DQ를 정의하기 해서는 우선 델로니 삼각망을 구성해야

한다.DQ는 각 삼각망의 면 서술자(areadescriptor)와 형상 서술

자(shapedescriptor)부분으로 나뉘는데,면 서술자는 추출된 정

합 으로부터 생성된 삼각망들의 면 의 변화정도를 평가하며,형상

서술자는 삼각망의 형상에 한 변화정도를 평가한다.면 서술자

와 형상 서술자 는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2-14)

 





 






  

× (2-15)

여기서, 은 삼각망의 개수, 는 삼각망 의 면 ,그리고

는 삼각망 의 세 각 가장 큰 각의 라디안 값을 의미한

다.면 서술자와 형상 서술자를 결합한 형태의 DQ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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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6)

구성되는 삼각망의 면 이 유사하고 정삼각형에 가까울수록 작은

DQ의 값을 갖으며,DQ 값이 작을수록 추출된 정합 이 상 역

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2-10]).

[그림 2-10]Distributionquality

② RC(RegistrationConsistency)

RC는 두 상 간의 기하보정 정확도 평가를 한 참조데이터

(referencedata)가 없거나 참조데이터의 정확도를 신뢰하기 힘든 경

우에 용하기 해 고안되었다(Holdenetal.,2000).를 상 A

를 기 으로 상 B를 기하보정할 때 생성되는 변환모델이라고 하

고,를 그 반 로 상 를 기 으로 상 를 기하보정하는

변환모델이라고 할 때,RC는 식 (2-17)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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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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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여기서,는 상에서의 좌표값이며,∘는  변환

후  변환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는 상 , 간의 첩

역을 의미하고,는 상 의 개별 도메인(discretedomain)을,

는 첩 역 내의 상 A의 화소 수이다.이와 마찬가지로 는

상 의 개별 도메인(discretedomain)을,는 첩 역 내의

상 의 화소 수를 의미한다.

식을 살펴보면 RC는 결국 상  상의 가 와

에 의해 변환된 결과의 평균 이동량으로 표 되며,마찬가지로

상  상의 가 와 에 의해 변환된 결과의 평균

이동량을 표 하고 있다([그림 2-11]).일반 으로 RC값은 어느

상을 기 으로 하든지에 계없이 같은 값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일반 상과는 달리 고해상도 성 상에서는 촬 된 상

의 특성에 따라 다른 크기와 방향의 기복변 를 야기하므로,계산된

RC값이 작다고 해서 항상 좋은 변환모델을 구성했다고 보기 어렵

다. 를 들어 상에 건물과 같이 기복변 를 야기하는 객체와 그

에 따른 그림자가 많이 존재할 경우,이들 내부에 존재하는 화소들

의 RC값은 상 으로 큰 값을 도출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RC를 정량 인 정확도 평가에는 사용하지 않았고,제안 기법

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과정에 이용하 다(부록 A.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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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Registrationconsistency

③ RMSE(RootMeanSquareError)

RMSE,즉 평균제곱근오차는 측에서 나타나는 오차를 제곱하여

평균한 값의 제곱근을 뜻한다.개별 측값들이 평균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즉 평균을 심으로 얼마나 집되어 있는지를 표 하는 통

계량인 표 편차와 유사한 개념의 일반화된 통계치로,실제값과 추

정값과의 차이가 얼마인가를 표 하는 척도이다.따라서 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측의 정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상 기하보정에 있어 RMSE는 기 상의 검사 좌표와 기하보

정 모델을 통해 보정된 상(registeredimage)의 검사 좌표 간의

평균 거리 오차를 뜻하며,기하보정 결과의 정확도를 표 하는데 주

로 사용된다.이를 수식으로 표 하면 다음 식 (2-18)과 같다.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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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은 총 검사 수,는 기 상의 검사 좌표,

는 보정된 상의 검사 좌표이다.

④ CE90(CircularErrorwith90% Confidence)

CE90은 지도나 상과 같은 2차원 상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정확

도를 표 하기 한 척도로,주로 상의 기하보정 정확도를 표 하

기 해 사용된다.구체 으로는 충분히 많은 측을 실시하 다고

가정하고 기 이 되는 의 치를 원의 심으로 했을 때,90%의

측 이 분포할 오차원의 최소 반경을 의미한다.이를 통계학 으

로 표 하면 식 (2-19)와 같다.

∥∥≤  (2-19)

여기서 는 확률을 나타내며,는 기 상의 검사 좌표,

는 보정된 상의 검사 좌표이다.실제 기하보정 정확도 평

가 시에는 검사 들 오차가 은 상 90%에 해당하는 들의

오차 평균치를 사용하게 되므로 모든 검사 의 오차를 반 하는

RMSE와는 달리 하 10%의 과 오차 들은 정확도 평가에 포함

하지 않는다.

2.3.2. 용 실험 결과

1)제안 기법을 통한 정 정합 추출 결과

제안 기법을 통해 정 정합 을 추출하기 해서는 SIFT 기반

기 정합 추출과정이 선행되어야한다.이를 해,두 상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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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간 128차원 벡터의 유클리드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정

합 과 두 번째로 가까운 정합 간의 거리의 비에 한 임계치를

0.7로,오정합 제거를 한 RMSE 임계치를 10으로 할당하 다.

기 정합 이 추출되면,이들 간의 평균 스 일 비를 구하여,정

정합 추출을 한 원형버퍼의 반지름과 곱함으로써 상이나 센

서의 공간해상도 변화에도 일 으로 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형버퍼의 반지름 을 5화소와 기 정합 에서 추

출된 평균 스 일 비의 곱으로 설정하 고,결합거리 에 한 임

계치를 1.0으로 할당하 다1).가장 가까운 거리와 두 번째로 가까운

정합 간 결합거리의 비를 SIFT 기법과 같은 임계치인 0.7로 할당

하 다.격자망을 구성하여 정합 을 추출한 련 논문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100×100화소크기를 갖는 균일한 격자망을 구성하

다(Liu etal.,2006;ArévaloandGonzález,2008;Wang etal.,

2012).

와 같이 설정한 임계치를 통해 실험지역 1의 QuickBird-2와

IKONOS-2 상에서 추출된 정합 의 수는 66 ,QuickBird-2와

KOMPSAT-2 상에서 추출된 정합 의 수는 54 , 그리고

IKONOS-2와 KOMPSAT-2 상에서는 53 의 정합 이 추출되었

다.실험지역 2에서는 각각 81 ,80 ,그리고 77 의 정합 이 추

출되었다.제안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 을 각 실험지역의 기

상에 첩하여 [그림 2-12]와 같이 표 하 고,이를 통해 상

역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된 정합 을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1) 학 상 간 정 정합 추출을 한 매개변수의 유효범 결정 과정은 부

록 A.1에 수록하 다.



-43-

실험지역 1 실험지역 2

QuickBird-2& IKONOS-2(66 ) QuickBird-2& IKONOS-2(81 )

QuickBird-2& KOMPSAT-2(54 ) QuickBird-2& KOMPSAT-2(80 )

IKONOS-2& KOMPSAT-2(53 ) IKONOS-2& KOMPSAT-2(77 )

[그림 2-12]제안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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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IFT기법과 제안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 비교평

가

제안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 의 신뢰도와 분포에 한 정량

인 평가를 해서,SIFT 기법을 통한 정합 추출결과와의 비교평

가를 수행하 다.SIFT 기법의 경우,두 상의 특징 간 128차원

벡터의 유클리드거리를 계산하여 가장 가까운 정합 과 두 번째로

가까운 정합 간의 거리의 비를 제안 기법과 같은 임계치인 0.7로

선정하 다. SIFT 기법을 통해 실험지역 1의 QuickBird-2와

IKONOS-2 상에서는 64 ,QuickBird-2와 KOMPSAT-2 상에

서는 46 ,IKONOS-2와 KOMPSAT-2 상에서는 58 을 추출하

고,실험지역 2의 QuickBird-2와 IKONOS-2 상에서는 81 ,

QuickBird-2와 KOMPSAT-2 상에서는 62 , IKONOS-2와

KOMPSAT-2 상에서는 48 을 추출하 다.[그림 2-13]은 SIFT

기법으로 추출된 정합 분포를 보여 다.

[그림 2-12]와 [그림 2-13]을 통해 제안 기법과 SIFT 기법으로부

터 추출된 정합 분포를 비교할 수 있다.SIFT 기법에서 추출된

정합 은 특정 지역에 집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이

는 제안 기법과 SIFT 기법에서 비슷한 수의 정합 을 추출하 다

하더라도 이들로부터 생성된 변환모델의 신뢰도는 차이가 날 수 있

음을 뜻한다. 를 들어,특정 지역에서 집하여 정합 을 추출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구간 선형함수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삼각망

을 과하게 구성하게 되고,이는 지역 오차를 크게 발생시키는 원

인이 된다.뿐만 아니라 정합 이 추출되지 않은 지역 한 기하보

정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반면,제안 기법의 경우 균일 격자망

구성에 따라 상 역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된 정합 을 추출함으

로써 이러한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정합 의 분포

에 한 정량 인 평가를 해 DQ값을 계산하 다([표 2-2]).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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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역의 센서 조합에 해서 제안 기법이 SIFT 기법에 비해 낮

은 DQ 값을 보 으며,이는 제안 기법을 통해 상 역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된 정합 을 추출하 음을 뜻한다.

[그림 2-14]는 각각 SIFT 기법과 제안 기법에 의해 추출된 정합

결과를 확 하여 나타낸 결과이다.[그림 2-14]의 (a)는 SIFT기

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 ,(b)는 제안 기법에 의해 추출된 정합

결과를 보여 다.SIFT 기법은 건물의 지붕이나 산림지역과 같이

높이가 상 으로 높거나 높이변화가 커서 기복변 를 야기하는

지역이나 그림자와 같이 촬 시기나 센서 특성에 따라 형상이 다르

게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 다수의 정합 을 추출하 다.반면 제

안 기법의 경우 이러한 정합 부분이 제거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이를 통해,제안 기법이 단순히 정합 을 고르게 분포하 을

뿐만 아니라 변환모델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지역에서 추출

된 정합 을 효과 으로 제거한 것을 알 수 있다.

추출된 체 정합 에서 정확하게 매칭된 정합 수의 비를 의

미하는 매칭률(correct-matchrate)을 계산하여 실험 결과에 한

정량 인 평가를 수행하 다.여기서, 치 으로 어 난 정합 뿐

만 아니라 건물이나 산림 등과 같이 높이변화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추출한 정합 한 오정합 으로 포함하여 계산하 다.결과 으로

모든 실험지역에서 제안한 기법이 SIFT기법에 비해 높은 매칭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표 2-3]).실험에 용된 고해상도

센서별로 제안 기법에 한 정합 추출 결과를 살펴보면,

QuickBird-2 상과 IKONOS-2 상을 실험에 용한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정합률을 보 고,특히 QuickBird-2

상이 실험 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높은 정합률을 보임을 확

인하 다.반 로,IKONOS-2와 KOMPSAT-2 상 조합에 실험을

용한 경우 상 으로 낮은 정합률을 보 다.이러한 결과를 도출

한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첫 번째 이유는 QuickBi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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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IKONOS-2 상이나 KOMPSAT-2 상에 비해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갖기 때문이다. 상 내에 존재하는 동일한 건물이라 하더

라도,그 건물에서 표 되는 기복변 의 크기가 공간해상도가 높은

상에서 더욱 부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주방향 차이에 의해 건물

과 같은 지역에서 추출되는 정합 을 제안 기법에서 효과 으로 제

거되었을 것으로 단된다.두 번째 이유로는 IKONOS-2 상의 촬

각(29.68°)과 KOMPSAT-2 상의 촬 각(19.55°)차이가 크지 않

고 촬 각에 따른 기복변 가 발생하는 방향이 유사하여 건물이나

산지에서 추출된 정합 의 주방향 차이가 상 으로 크게 나타나

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종합해보면,실험지역을 구성하는 상의

공간해상도가 높고 상 간의 촬 각 차이가 클수록 제안 알고리즘

이 효과 으로 용되는 것을 확인하 다.하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도 SIFT 기법에 비해 하게 높은 정합률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제안 기법을 통해 고해상도 다 센서 학 상 간의 신뢰도 높

은 정합 을 효과 으로 추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 센서
DistributionQuality

SIFT기법 제안 기법

실험지역 1

Q2& I2 0.250 0.149

Q2& K2 0.279 0.182

I2& K2 0.267 0.127

실험지역 2

Q2& I2 0.262 0.148

Q2& K2 0.297 0.154

I2& K2 0.310 0.127

[표 2-2]정합 분포에 한 정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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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센서 정합 추출결과 SIFT기법 제안 기법

실

험

지

역

1

Q2& I2

참정합 수 29 62

오정합 수 35 4

총정합 수 64 66

정합률 45.31% 93.94%

Q2& K2

참정합 수 13 44

오정합 수 33 10

총정합 수 46 54

정합률 28.26% 81.48%

I2& K2

참정합 수 27 43

오정합 수 31 10

총정합 수 58 53

정합률 46.55% 81.13%

실

험

지

역

2

Q2& I2

참정합 수 52 75

오정합 수 29 6

총정합 수 81 81

정합률 64.20% 92.59%

Q2& K2

참정합 수 30 72

오정합 수 32 8

총정합 수 62 80

정합률 48.39% 90.00%

I2& K2

참정합 수 23 68

오정합 수 25 9

총정합 수 48 77

정합률 51.11% 88.31%

[표 2-3]정합 추출 결과에 한 정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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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역 1 실험지역 2

QuickBird-2& IKONOS-2(64 ) QuickBird-2& IKONOS-2(81 )

QuickBird-2& KOMPSAT-2(46 ) QuickBird-2& KOMPSAT-2(62 )

IKONOS-2& KOMPSAT-2(58 ) IKONOS-2& KOMPSAT-2(48 )

[그림 2-13]SIFT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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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4]정합 추출 결과 확 비교평가 (a)SIFT기법 (b)

제안 기법

3)기하보정 결과

제안한 기법을 통해 추출한 정합 으로 삼각망을 구성하여 기

상과 첩한 결과는 [그림 2-15]와 같다.기 상과 목 상이

복되는 지역 반에 걸쳐 고르게 삼각망이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삼각망이 구성된 지역은 구간 선형함수를,구성되지 않은

외각 지역은 역 어핀변환을 용하여 목 상을 기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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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체계로 변환하 다.

목 상을 기 상의 좌표체계로 기하보정한 후 두 상을 첩

하여 표 한 결과는 [그림 2-16]과 같다.동일한 크기의 블록

(blocks)을 설정하여,각 블록을 기 상(붉은색)과 목 상(흑백)

으로 번갈아가면서 시각 으로 표 하 다.지역 인 평가를 해

서,SIFT 기법으로 추출된 정합 을 이용하여 어핀변환모델을 구성

하여 기하보정한 결과와 비교평가하 다.SIFT 기법의 경우 RMSE

가 큰 오정합 을 제거한 이후의 정합 을 이용하여 어핀변환모델

을 구성하 다. 상 반 으로 보았을 때는 두 기법 모두 기하보

정이 제 로 수행되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그림 2-17]과

같이 부분 으로 확 하여 시각 평가를 해보았을 때 제안한 기법

의 결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17]의 (a)는

SIFT 기법으로 자동 기하보정한 결과를 부분 으로 확 한 그림으

로,흰색 원으로 표시한 지역에서 두 상 간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반면 [그림 2-17](b)의 제안 기법을 통해 기하보

정한 결과를 살펴보면,이러한 왜곡이 보정된 것을 볼 수 있다.결

과 으로,제안 기법을 통해 상 역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된 정

합 을 추출하고 왜곡을 발생시키는 정합 을 효과 으로 제거함으

로써,지역 인 부분에서 왜곡을 이고 기하보정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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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역 1 실험지역 2

QuickBird-2& IKONOS-2 QuickBird-2& IKONOS-2

QuickBird-2& KOMPSAT-2 QuickBird-2& KOMPSAT-2

IKONOS-2& KOMPSAT-2 IKONOS-2& KOMPSAT-2

[그림 2-15]최종 추출된 정합 으로 구성된 삼각망 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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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역 1 실험지역 2

QuickBird-2& IKONOS-2 QuickBird-2& IKONOS-2

QuickBird-2& KOMPSAT-2 QuickBird-2& KOMPSAT-2

IKONOS-2& KOMPSAT-2 IKONOS-2& KOMPSAT-2

[그림 2-16]제안 기법을 통한 학 상 간 자동 기하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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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7]세부지역에 한 시각 평가 (a)SIFT기법 (b)제안

기법

2.3.3.정확도 평가

고해상도 학 상 간 기하보정 결과를 평가하기 해 본 연구에

서는 상에 고르게 분포하는 20 의 검사 을 수동으로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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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도 평가를 수행하 다.SIFT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 과 비

교평가를 수행하 고,변환모델로는 어핀변환모델과 제안한 역 /

지역 변환모델을 각각 구성하 다.이를 통해 제안한 방법에 한

두 가지 평가가 가능하다.첫 번째는 제안한 기법으로부터 추출된

정합 이 SIFT 기법에 비해 얼마나 효과 으로 변환모델을 생성하

는지에 한 평가이다.두 번째로는 고해상도 상을 기하보정하기

해 제안한 역 /지역 변환모델이 어핀변환모델에 비해 얼마나

우수한 기하보정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한 평가이다.즉,SIFT 기

법으로부터 추출된 정합 을 이용하여 어핀변환모델을 이용한 기하

보정 결과,SIFT 기법으로 추출된 정합 을 이용하여 역 /지역

변환모델을 구성하여 기하보정한 결과,그리고 제안한 기법을 통

해 추출된 정합 으로 어핀변환모델을 구성하여 기하보정한 결과와

비교평가를 수행하 다.

평가 항목은 20 의 검사 을 각 결과별로 생성하여 x,y방향에

한 평균 잔차(residual)와 표 편차(standarddeviation)를 계산하

여 [표 2-4]에 나타내었고,최종 으로 계산된 RMSE와 CE90은 [표

2-5]와 같다.실험지역 2의 IKONOS-2와 KOMPSAT-2 상을 이

용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외에는 제안한 기법을 통해 추출한 정

합 을 이용하여 역 /지역 변환모델을 구성하여 기하보정을 수

행한 결과에서 가장 좋은 RMSE와 CE90결과를 도출하 다.[그림

2-18]과 [그림 2-19]를 통해 실험지역 1,2의 각 실험 결과에 하

여 계산된 잔차의 분포와 CE90을 시각 으로 표 하 다. 부분의

실험지역에서 제안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 을 바탕으로 역 /

지역 변환모델을 구성하여 기하보정을 수행한 결과가 작은 평균

잔차를 갖는 것을 통해,계통 오차(systematicerror)를 효과 으

로 제거하 음을 알 수 있다.이는 제안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

을 이용하여 구성한 모델식이 실험지역에 한 기하보정을 수행하

는데 효과 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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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모델을 기 으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SIFT 기법으로부터

추출된 정합 을 통해 도출한 정확도 평가 결과는 오히려 어핀변환

식을 용했을 때가 역 /지역 변환모델을 통해 도출한 결과보

다 좋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비선형의 변환모델을 용

할 경우, 상 역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된 정합 이 기본 으로

필요하고,추출된 정합 은 높은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

다.본 연구에서 비선형 변환식으로 사용한 구간 선형함수의 경우

추출된 정합 모두에 하여 삼각망을 구성하여,각 삼각망 내부의

들을 유일해(uniquesolution)를 갖는 어핀변환식을 구성하여 변환

하기 때문에 추출된 정합 하나하나의 정확성이 높아야 신뢰할만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하지만 SIFT 기법으로 추출된 정합 의

경우 정확한 치에서 추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성된

모델에 오차가 포함될 확률이 높다.즉,건물이나 높이 변화가 큰

지역에서 추출된 정합 이 구간 선형함수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면,

많은 지형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반면,일반 인 어핀변환모

델의 경우 추출된 정합 을 이용하여 최소제곱법을 통해 변환계수

를 추정하기 때문에 정합 각각이 어느 정도 치오차를 갖더라도

체 기하보정 정확도에 끼치는 향은 상 으로 덜하다.이러한

이유로 SIFT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 을 이용할 경우 어핀변환모

델을 구성하는 것이 기하보정 정확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 다.

결과 으로,제안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 을 이용하여 역 /

지역 변환모델을 구성하여 고해상도 상 간 기하보정을 수행한

결과,모든 실험지역에서 약 1.5m 이하의 RMSE를 도출하 다.고

해상도 학 상 간 자동 기하보정을 수행한 선행연구에서는 평균

으로 약 2～4m의 RMSE를 도출한다고 알려져 있다(Arévaloand

González,2008;HongandZhang,2008).특히,도심지역에 해서

는 2.5m 이상의 RMSE를 도출하며,기 상과 목 상 모두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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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정한 후에 알고리즘을 용하 을 때 RMSE를 2m 이하로 떨어

뜨릴 수 있음을 밝힌바 있다(ArévaloandGonzález,2008).이를 통

해,제안 기법으로 도출된 도심지역에 한 고해상도 학 상 간

자동 기하보정 정확도는 만족할만한 수 임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향상된 기하보정 정확도를 얻기 해서는 기복변 가 제거된

정사 상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용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생각된다.기 상과 목 상 모두 정사 상을 이용할 경우,지표

면에 한 기복변 는 최소화되므로 건물 그림자의 치와 방향

정보 차를 이용하여 오정합 을 제거하는 제안 알고리즘이 더욱 효

과 으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기 상만 정사보정된

경우에는,기 상의 좌표체계로 변환된 목 상 한 실제좌표가

등록되어 다양한 GIS데이터와의 통합 이용이 가능해진다.정사

보정된 KOMPSAT-2 상을 기 상으로 하여 이에 한 기 실

험을 수행한 결과,상 으로 지표면에 한 기복변 가 작은 실험

지역에서 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하지만 제안한

기법은 기본 으로 2차원의 상을 상으로 하는 만큼,정확한

상좌표와 지상좌표 간의 기하학 계를 규명하기는 어렵다.이는

고해상도 성 상 취득시 함께 제공하는 RFM(RationalFunction

Model) 성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상에 한 보다 정 한 지형보

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정사보정된 고해상도 성 상을 기 상으로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를

부록 A.2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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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센서

SIFT기법 제안 기법

Affine Global/local Affine Global/local

Res.

(m)

Std.

(m)

Res.

(m)

Std.

(m)

Res.

(m)

Std.

(m)

Res.

(m)

Std.

(m)

실

험

지

역

1

Q2&I2
x 0.34 1.06 0.07 1.02 -0.13 0.82 -0.01 0.76

y -0.37 0.56 0.01 1.11 -0.32 0.61 -0.32 0.72

Q2&K2
x 1.25 2.44 1.95 2.61 1.49 2.50 0.46 1.21

y 0.80 1.24 0.56 1.27 0.64 1.10 0.05 0.82

I2&K2
x 0.51 0.90 0.24 0.86 0.17 0.91 -0.12 0.80

y 2.59 1.36 1.76 1.32 2.02 1.15 1.03 0.77

실

험

지

역

2

Q2&I2
x -0.41 0.78 -0.46 0.80 -0.60 0.72 -0.13 0.51

y 0.51 0.54 0.55 1.53 0.40 0.45 0.17 0.53

Q2&K2
x -0.37 0.78 -0.83 0.83 -0.69 0.72 -0.45 0.64

y 0.01 0.69 0.17 0.97 0.37 0.65 0.00 0.73

I2&K2
x -0.49 0.83 -0.19 1.03 -0.34 0.62 -0.20 0.69

y 0.30 0.95 0.58 1.41 0.43 0.61 0.09 0.78

[표 2-4]검사 을 통한 잔차 표 편차 비교평가

성 센서

SIFT기법 제안 기법

Affine Global/local Affine Global/local

RMSE

(m)

CE90

(m)

RMSE

(m)

CE90

(m)

RMSE

(m)

CE90

(m)

RMSE

(m)

CE90

(m)

실

험

지

역

1

Q2&I2 1.27 1.83 1.47 2.17 1.75 1.86 1.07 1.63

Q2&K2 3.05 4.57 3.48 5.97 3.12 5.36 1.50 2.27

I2&K2 3.08 4.64 2.35 3.57 2.48 3.41 1.50 1.90

실

험

지

역

2

Q2&I2 1.13 1.63 1.83 3.26 1.09 1.37 0.75 1.03

Q2&K2 1.08 1.70 1.51 2.26 1.23 1.55 1.05 1.46

I2&K2 1.36 1.84 1.81 1.95 1.01 1.51 1.04 1.68

[표 2-5]검사 을 통한 RMSE CE90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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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Bird-2& IKONOS-2

QuickBird-2& KOMPSAT-2

IKONOS-2& KOMPSAT-2

[그림 2-18]검사 을 통한 잔차 CE90시각화 (실험지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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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Bird-2& IKONOS-2

QuickBird-2& KOMPSAT-2

IKONOS-2& KOMPSAT-2

[그림 2-19]검사 을 통한 잔차 CE90시각화 (실험지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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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 영상 간 자동 

기하보정

3.1.개요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자동 기하보정을 수행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강도기반과 특징기반 정합기법을 결합하여 다

센서 상 간 기하보정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특히,

두 센서에서 기하 ,방사 차이를 보이는 건물 집지역을 비롯하

여 유사도를 측정할 경우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지역을 유사

도 측정 상지역에서 제거하 다. 상 역 인 범 에서 변 량

차이를 계산하는 부분의 선행연구의 경우 지역 으로 지형왜곡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보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처리 과정에서 지형왜곡 방사 특성차이를 최

소화하 고, 상 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된 정합 을 추출하여 지

역 인 지형왜곡에 한 보정 한 가능하도록 하 다. 표 인 고

해상도 학 상인 QuickBird-2,IKONOS-2,KOMPSAT-2 상과

고해상도 SAR 상인 TerraSAR-X,Cosmo-SkyMed 상을 조합

하여 연구지역을 설정함으로써 제안 알고리즘이 다양한 센서 실

험지역 특성에서도 용이 가능한지에 한 검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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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해상도 성 상과 SAR 상 간 자동 기

하보정 기법에 한 연구흐름도는 [그림 3-1]과 같다.우선, 학

상과 SAR 상의 취득 방식과 취 하는 장 의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형 ,방사 차이를 최소화하기 한 처리 과정이

용된다. 처리 과정이 완료된 두 상 간의 변 량 차이는 상호정

보기법을 통해 추정하 다.건물 집지역을 포함한 지형 왜곡이

크게 발생하는 지역을 제거하기 하여,SAR 상에 해서 쿼드트

리(quad-tree)기법을 이용하여 상분할을 수행한 후,후방산란계

수()가 높고 변화량이 큰 지역을 제외한 유사도 측정 상지역을

추출하 다. 학 상과 유사도 측정 상지역이 추출된 SAR 상

모두에 하여 피라미드 상을 생성하여 상호정보기법을 통해 x,y

방향에 한 기 변 량을 추정하며,추정된 변 량만큼 SAR 상

을 이동하 다.두 상 간의 정합 을 추출하기 해서,선형정보

를 추출하여 이들 간의 공간거리와 방향정보를 이용하여 비용함수

를 구성하 다. 상 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된 정합 을 추출하기

해서,유사도 측정 상지역을 추출하는데 용한 쿼드트리의 각

역에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하나의 정합 만을 최종 정합 으로

추출하 다.추출된 정합 을 이용하여 역 /지역 변환모델을

구성한 후 SAR 상을 학 상의 좌표체계로 변환하 다.추출된

정합 의 정확도와 분포에 한 평가와 더불어 기하보정된 결과에

한 정확도를 다양한 척도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제안 기법의 우수

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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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자동 기하보정 연구

흐름도

3.2.1. 처리 과정

1) 기 공간해상도 일치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모두 취득당시의 센서의 자세나

치,기하 상처리 수 등에 따라서 최종 으로 보이는 치정

확도가 다르다. 를 들어,고해상도 학 상인 IKONOS-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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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GEO product로 처리된 센서로부터 취득된 평평한 지역의

경우 약 50m 정도의 치오차를 보이며,지형기복이 심한 지역은

이보다 큰 치오차를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다(GeoEye,2006).측면

측방식에 의해 취득되는 SAR 상의 경우,DEM이나 GCP를 이

용하여 기하보정되었다 하더라도,사용된 DEM의 공간해상도나

GCP의 정확도에 따라서 작게는 수 m에서 크게는 수백 m에 이르는

치오차를 보일 수 있다(DLR,2008).뿐만 아니라 방 (azimuth)방

향과 시야(range)방향에 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취득,

처리하기 때문에 최종 으로 생성된 상은 두 방향에 한 공간해

상도가 다르다.이러한 SAR 상의 지형왜곡을 보정하고 고해상도

학 상이 갖는 좌표체계와 일치시켜주기 해서,본 연구에서는

학 상의 연구지역에 해당하는 UTM 좌표를 이용하여 이에 해당

하는 지역의 GEC(GeocodedEllipsoidCorrected) 상을 취득한 후,

고해상도 학 상의 x,y방향 각각에 한 동일한 해상도를 갖도

록 화소간격(pixelspacing)을 재배열하는 처리 과정을 수행하

다.

2)방사보정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은 취득방식의 차이에 따른 지형

이나 치의 차이뿐만 아니라,취 하는 장 의 차이로 인해 방사

인 특성 한 다르게 나타난다.즉,같은 지역에서 측정된 방사값

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분 인 특성이 다름을 의미하며,이는 상

간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특히,SAR 상은

마이크로 와 측 상물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상에 많

은 스페클잡음을 포함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SAR 상에 하여 enhancedLee필터를 용하여 스

페클잡음을 최소화하 다(Lopesetal.,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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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ONOS-2나 QuickBird-2와 같은 고해상도 학 상은 지표면에

한 반사값을 11비트의 방사해상도(radiometricresolution)로 표

하는 반면,후방산란계수로 표 되는 SAR 상은 방사값 특성이

학 상과 다르다.후방산란계수는 단 가 없는 값으로 단 넓이의

지표면에 한 마이크로 산란특성으로 정의되며,그 값의 범주가

매우 커서 로그(log)를 이용한 데시벨(dB)단 로 주로 표 된다.따

라서 데시벨 단 로 표 되는 SAR 상의 방사범 와 학 상의

방사범 를 통일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모두에 해서 2% 선형 스트래칭(2% linear

stretching)을 수행한 후 8비트 상으로 변환하 다.

3.2.2.유사도 측정 상지역 추출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은 취득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지

형 기복이 심한 지역에서는 두 상에서 실제 치차이가 발생하게

된다.특히 도심지역의 건물과 같은 인공물에서는 이 산란(double

scattering)에 의해 다른 지역에 비해서 SAR 상의 후방산란계수

가 높게 나타난다.이는 건물지역에 한 분 정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집 되어있음을 뜻하며, 상 역에 한 유사도를 측정하는

데 불필요한 정보가 된다. 한,건물 집지역과 같이 높이변화가

큰 지역은 학 상과 SAR 상 모두에서 큰 기복변 를 발생하므

로,두 상의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이들에 한 향력을

여야 한다.즉,SAR 상 내에 존재하는 후방산란계수가 높은 지역

이나 변화량이 큰 지역은 상 간 유사도를 측정하거나 정합 을

추출하는 상지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알고

리즘이 단순하고 계산효율측면에서 뛰어난 쿼드트리 기반의 상분

할기법을 통해 SAR 상에 한 유사도 측정 상지역을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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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Wu,1993).

쿼드트리 상분할기법은 상을 같은 크기의 네 개의 세부 역으

로 회귀 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원 상에서부터 알고리

즘이 시작되며,각각의 분할된 세부 역에 해서 사용자가 미리 지

정해 놓은 기 에 부합할 경우 다시 네 개의 역으로 분할을 하며

그 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분할하지 않는다.분할된 세부 역에

해서 지속 으로 네 분할을 수행하며,같은 기 을 용하여 회귀

으로 역을 분할한다.최소의 세부 역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된다.본 연구에서는 높은 후방산란계수를 갖거나 후방

산란계수의 변화량이 큰 지역을 추출하고자하는 목 에 맞춰서 쿼

드트리 분할기 을 설정하 다.를 체 상에 한 화소집합,

를 번째 세부 역에 한 화소집합이라고 할 때, 집합에 한

분할 기 는 식 (3-1)과 같이 정의된다.







(3-1)

여기서,∙와 ∙는 각각 해당집합에 한 평균과 분산을

의미한다.세부 역에 한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높은 후방산란

계수를 가지면서 그 변화량이 큰 세부 역에 한 분할을 지속 으

로 수행한다.따라서 분할이 많이 수행된 지역일수록 높은 후방산란

계수를 가지면서 그 변화량이 큰 지역을 의미하므로,최소 세부 역

크기에 도달한 지역을 유사도 측정 상지역에서 제외하 다.특히,

단순히 세부 역에 한 후방산란계수 평균과 분산 값을 이용한 것

이 아니라 체 상에서의 평균과 분산의 비를 분할 기 으로 이

용함으로써, 상지역이 건물 집지역으로만 구성되어있는 경우에도

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즉,실험지역의 다수가 건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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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하더라도 체 상의 후방산란계수 평균 한 높아져서 상

으로 낮은 후방산란계수를 갖는 지역은 유사도 측정 상지역

으로 추출되어 알고리즘 용이 가능하다3).[그림 3-2]는 SAR 상

에 해서 쿼드트리 기법을 통해 추출된 유사도 측정 상지역을

보여 다.

(a) (b)

[그림 3-2]쿼드트리 기법을 통한 유사도 측정 상지역 추출 결과

(a)SAR원 상 (b)추출된 유사도 측정 상지역

3.2.3. 기 변 량 추정

1)상호정보기법

방사 특성이 다른 두 상의 , 방향에 한 변 량을 추정하

기 해서,본 연구에서는 표 인 강도기반 정합기법 하나인

3) 상지역 부분이 건물 집지역으로 구성된 실험지역에 한 알고리즘 용

결과를 부록 A.3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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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정보기법을 이용하 다.상호정보기법은 다 센서 다시기로

부터 획득된 상의 기하보정을 해 소개된 강도기반 유사도 측정

기법으로,두 상의 통계 인 상 계를 측정하여 정합을 실시한

다(Violaetal.,1997).두 상 ,에 하여 상호정보 값은 식

(3-2)로 계산되며,측정된 값이 높을수록 두 상 간 유사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3-2)

여기서 와 는 각각 상 , 에 한 엔트로피

(entropy)를 나타내고 는 상 와 의 결합 엔트로피(joint

entropy)를 나타내며,아래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log 

 


log (3-3)

 


log

와 는 각각 상 ,의 확률분포를,는 와

의 결합확률 도함수(jointprobabilitydensityfunction)를 의미한

다.이는 식 (3-4)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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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여기서 는 두 상 ,에 한 결합 히스토그램(joint

histogram)을 의미한다.결합 히스토그램은 2차원으로 구성되며,

상 에 한 화소값 를 하나의 축으로, 상 에 한 화소값 

를 다른 하나의 축으로 표 한다.

상호정보기법기반의 기하보정은 결합 히스토그램을 얼마나 효율

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기하보정의 변수를 최 화하는데 향을

끼칠 수 있다.기하보정 변수를 최 화하기 해서는 목 상이 수

차례에 걸쳐서 기 상의 좌표체계에 맞게 재배열되어야 한다.이

러한 재배열 과정에 있어서 두 상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

우 정확한 결합 히스토그램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두 상이 가지고 있는 스 일 방사 차이를 최소화하

는 처리 과정은 필수 으로 용되어야한다.

2)최 화기법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에 최 의 상호정보 값을 가질

때의 x,y방향에 한 이동량을 두 상 간 기 변 량으로 단

하 다.보다 효율 인 기 변 량 추정을 해서 본 연구에서는

역 최 값(globaloptimum)을 찾는데 합하다고 알려진 담 질

모사기법(simulatedannealingalgorithm)과 계산효율성 측면에서 우

수하다고 알려진 심 스기법(simplexalgorithm)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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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 질 모사기법

담 질 모사기법은 유 자 알고리즘(geneticalgorithm)과 더불어

서 다양한 분야에 용되고 있는 표 인 최 화기법 의 하나이

다(Alietal.,2002;,최재완 등,2008).담 질 모사기법은 속 열처

리에 있어서 열 평형상태가 되도록 속을 고온으로 가열한 후

천천히 식히는 연화과정을 수학 으로 반 하여 조합최 화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일반 인 기울기 감소 방법(gradient descent

method)과는 달리 목 함수 내의 변수를 임의 으로 교란

(perturbation)시켜 목 함수가 지역 인 최소치를 벗어나서 역

인 최소값에 수렴하도록 한다.를 목 함수 값이라고 가정하고,

를 담 질 모사기법의 시스템 온도라고 할 때,담 질 모사기법은

다음 [표 3-1]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a. 기 온도 와 냉각일정을 결정한다.

b.임의의 를 선택하고,이를 이용하여 목 함수 값  를 계산한

다.

c.디자인 벡터  를 조정하여 새로운   을 생성하고   을 계

산한다.

d.  ≦   인 경우, 을 새로운 해로 설정한다.

e.    인 경우, 재 온도에서의 볼츠만 확률

exp∆가 임의의 확률보다 클 때에만  을 새로운 해로 설정

한다(여기서,∆       ).

f.냉각 일정에 따라서 시스템 온도를 낮춘다.

g.정지규칙을 만족할 때까지 c～f단계의 과정을 반복한다.

[표 3-1]담 질 모사기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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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질 모사기법 과정에서 임의의 목 함수 내의 교란된 변수

 가 목 함수의 값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기존의 는 로

체된다.그러나  인 경우에도 재 온도에서의 볼

츠만 확률이 임의의 확률보다 큰 경우에는 을 새로운 해로 결

정하게 되는데,이는 담 질 모사기법 과정의 목 함수 내의 변수가

지역 최소치를 벗어나서 역 인 최소값에 수렴하도록 조정해주

는 역할을 한다.

② 심 스기법

차원 공간에서 개의 의 집합으로 형성된 기하학 모양을

심 스라 부른다.심 스기법의 기본개념은 일반 심 스의

 꼭지 에서 목 함수 값을 비교하고 최 을 향해 차 으

로 심 스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Nelder and Mead,

1965). 심 스기법은 반사(reflection), 축소(contraction), 확장

(expansion)의 세 가지 연산을 이용하여 심 스를 이동하며,[표

3-2]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Lagariasetal.,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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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을 재의 심 스 공간에 선정한다.(여기서,    )

b.목 함수 값을 계산하여 가장 낮은  부터 가장 높은    까

지 오름차순으로 정리한다.

c.반사 (reflectedpoint)      (여기서, 
  



 )을

계산하고, 을 계산한다.

d. ≤  ≤  을 만족하면 로   을 체하고 b단계

로 이동한다.

e.    인 경우 확장 (expansion point)

       을 계산하고,   을 만족하면 

로   을 체하고,그 지 않은 경우 로   을 체하고 b단계

로 이동한다.

f. ≥  을 만족하면,아래와 같은 조건을 단한다.

-      을 만족하면,      를 계산하고,

   을 만족하면 로   을 체하고 b단계로 이동하고,

그 지 않은 경우엔 세 을 재할당한 후 b단계로 이동한다.

- ≥    을 만족하면,        를 계산하

고,     을 만족하면 로   을 체하고 b단계로 이

동하고,그 지 않은 경우엔 세 을 재할당한 후 b단계로 이동한다.

g.정지규칙을 만족할 때까지 b～f단계의 과정을 반복한다.

[표 3-2]심 스기법 차

[그림 3-3]은 심 스기법을 통해 2차원(=2)의 공간에서 구성되

는 세 개의 으로 새로운 심 스를 만들면서 최 값을 찾아가는

시를 보여주고 있다.실선으로 표시된 삼각형이 기의 심 스

를 뜻하며,정지규칙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여 최 값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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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심 스기법을 통한 최 탐색 과정

3)피라미드 상기반의 기 변 량 추정

기 상과 목 상 간의 변 량을 추정하기 해서,본 연구에

서는 피라미드 상과 상호정보기법을 통합한 형태의 방법론을 제안

하 다.원 상에 해서 상호정보 값을 계산한 경우 많은 계산시간

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탐색범 의 한계로 인해 지역 최 값(local

optimum)을 도출할 우려가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상

을 단계 으로 축소시키는 피라미드 상을 생성하여 상호정보기법

을 용하 다.피라미드의 최상부 상에 하여,상호정보 값을

목 함수로 하는 최 화기법을 용하여 기 변 량을 추정하 고,

이 변 량을 두 번째 피라미드 상에 한 기값으로 설정하여 같

은 방식으로 변 량을 계산하 다.상호정보기법을 피라미드 상 단

계별로 용함으로써,계산 비용을 임과 동시에 넓은 지역의 탐색

범 를 통해서 기 두 상의 치 차이가 크게 존재하더라도 최

값을 찾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제안한 기법의 경우,같은 치좌표로부터 취득된 실험지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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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상이 취득되는 방식이나 기하보정의 처리정도에 따라서

기 치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최상부의 피라미드 상에서

기 변 차이를 얼마나 제 로 찾아내느냐가 가장 요한 문제가

된다.따라서 역 최 값을 찾는데 합하다고 알려진 담 질 모

사기법을 이용하여 피라미드 최상부에 한 두 상 간 변 량의

최 값을 추정하 다.이 게 추정된 변 량을 두 번째 피라미드

상에 한 기값으로 설정한 후에,담 질 모사기법에 비해 계산효

율성 측면에서 우수하고 탐색범 설정과정이 불필요한 심 스기

법을 용하여 변 량을 추정하 다.이후의 피라미드 상에서는 같

은 방법을 반복 으로 용함으로써 피라미드 상 하부로 갈수록

보다 정 한 변 차이가 추정가능하며,최종 으로 원 상에 한

변 량을 추정한 결과가 두 상 간 최종 변 량이 된다.[그림

3-4]는 차의 피라미드 상에 하여 최 화기법을 통해 목 함수

  를 최소화하여 최종 변 량 ,를 추정하는 과정

을 보여 다.가장 상부의 피라미드 상을 ,,이때의 목 함수

를 계산하기 한 기값 을 ,이라고 하고,피라미드의 하부

로 순차 으로 진행하며,최종 으로 원 상 ,에 한 변 량

,을 추정함으로써 알고리즘이 종료된다.

고해상도 SAR 상으로부터 취득된 유사도 측정 상지역과 고

해상도 학 상에 알고리즘을 용하여,유사도 측정 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해서는 상호정보 계산을 수행하지 않는다.이는 지형

왜곡이 심한 지역에 해서는 유사도를 측정하지 않음으로써 최

화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량이 어들어

알고리즘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 이 있다.



-74-

[그림 3-4]피라미드 상기반의 단계별 변 량 추정

3.2.4.선형정보를 이용한 정합 추출

추정된 기 변 량을 통해 치 차이를 최소화한 두 상에 하

여 각각 캐니 에지 추출자(Cannyedgeoperator)를 용하여 선형

정보를 추출하 고,추출된 선형화소와 각 선형화소의 방향정보를

이용하여 비용함수를 구성하 다(Hong andSchowengerdt,2005).

와 를 각 선형화소에 해 , 방향으로 1차 미분을 수행한

값이라고 할 때,각 화소에 한 방향정보는 식 (3-5)와 같이 계산

할 수 있다.

  tan


 (3-5)

학 상의 하나의 선형화소를 라고 하고,이를 기 으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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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의 원형버퍼 내에 존재하는 SAR 상의 임의의 선형화소를 

라고 할 때,정합 을 추출하기 해 고안된 비용함수 는 아래

와 같다.

   ×    ×    (3-6)

여기서 는 두 상의 선형화소 간의 공간거리를 뜻하고

과 는 학 상과 SAR 상에 한 각 선형화소에

서의 방향정보이며,,는 각각 거리와 방향에 한 가 치를 뜻한

다.두 가 치를 조정하여 두 상의 선형화소 간의 거리의 차와 방

향의 차가 비용함수에 미치는 향을 조 할 수 있다.

기 상의 하나의 선형화소를 기 으로 특정 범 의 원형버퍼 내

에 존재하는 목 상의 선형화소에 해서만 정합과정을 수행하

다.[그림 3-5]는 비용함수 구성을 통한 정합 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 다.그림의 십자표시는 학 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선형화소

를 나타내며,실선은 이 선형화소에 하여 정합 상이 되는 SAR

상의 선형화소들을 나타낸다.원형버퍼를 통해 선을 제외한 실

선의 선형화소들만 정합 후보가 됨으로써 정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비용을 이고 정합 결과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 다.모든 특징

선형화소에 하여 거리에 한 가 치를 0～1로 정규화 하 다.

즉,원형버퍼의 반지름 이 결정되면,이에 따라서 거리에 한 가

치 (  )의 값이 결정됨을 의미한다.

학 상의 하나의 선형화소와 이에 응하는 원형버퍼 내의 모든

SAR 상의 선형화소에 해서 거리와 방향의 차로 구성된 비용함

수를 계산하여,가장 작은 비용함수 값을 갖는 선형화소 값이 임계

치를 넘지 않을 때의 선형화소 을 정합 으로 단하 다.같은 방

식으로 기 상의 모든 선형화소에 하여 정합 을 찾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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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 다.

[그림 3-5]비용함수 구성을 통한 정합 추출 과정

3.2.5.쿼드트리 세부 역을 이용한 정 정합 추출

비용함수에 내포된 가 치 와 를 조정함으로써 추출되는 총 정

합 의 개수를 조 할 수 있지만,개체가 집되어 존재하는 지역에

서 다수의 정합 이 추출될 가능성이 있다.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변환식인 구간 선형함수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삼각망을 특정

지역에서 과하게 구성하는 원인이 된다.삼각망을 과하게 구성할 경

우,그 삼각망에 내포되거나 삼각망 여러 개에 걸쳐서 존재하는 객

체의 형태가 심하게 왜곡될 우려가 있다.따라서 상 역에 걸쳐

서 고르게 분포된 정합 을 추출하기 해,본 연구에서는 유사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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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지역 추출 시에 사용했던 최종 쿼드트리 분할 상을 이용하

다.오직 유사도 측정 상지역에 존재하는 각 세부 역에 해

서,각 역에서 가장 낮은 비용함수 값을 가지는 하나의 정합 만

을 추출한다.이를 통해,정합 간 유사도가 낮고 집된 지역에서

추출된 다수의 오정합 을 효과 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상 역

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된 정합 을 추출하고자 하 다.[그림 3-6]

은 쿼드트리 분할 상을 통해 추출된 유사도 측정 상지역 내의

각 세부 역에서 하나의 정합 만을 추출한 결과에 한 시를 보

여 다.

[그림 3-6]유사도 측정 상지역내의 각

세부 역에서 추출된 정합 시



-78-

3.2.6.변환모델 구성

최종 으로 추출된 정합 을 이용하여 두 상 간의 변환을 수행

할 모델식을 구성하 다.측면 측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는

SAR 상은 기하학 왜곡의 크기나 형태가 학 상의 왜곡 특성

과 달라 두 상을 어핀변환이나 차의 다항함수와 같은 선형변환

모델로 기하보정할 경우 이러한 왜곡을 보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형식과 비선형식을 결합한 형태인 역 /

지역 변환모델을 구성하여 두 상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 인 차

이를 효과 으로 최소화하 다.이는 앞서 고해상도 학 상 간 기

하보정을 수행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하므로,자세한 설명은 생

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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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실험 용 평가

3.3.1.실험데이터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기하보정을 수행하기 해서

일 를 실험지역으로 선정하 으며,실험에 용한 학 상은

앞서 고해상도 학 상 간 기하보정시 사용한 센서와 동일하다([표

2-1]). 고해상도 상의 좌표체계로 변환할 SAR 상으로는

TerraSAR-X 상과 Cosmo-SkyMed 상을 이용하 다.

TerraSAR-X 상은 동일한 높이값으로 가정한 DEM을 이용하여

UTM 좌표로 투 시킨 GEC 상으로,2008년 7월 11일 촬 되었으

며,실험지역에서는 평균 28.01°의 입사각(incidentangle)을 보인다.

TerraSAR-X 상은 시야방향으로 2.62m,방 방향으로 2.21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며 1m의 화소간격으로 표 된다.

Cosmo-SkyMed 상은 TerraSAR-X와 마찬가지로 GEC 상을

이용하 고,2009년 7월 23일 촬 되었다.Cosmo-SkyMed 상은

29.23°의 평균입사각을 보이며 시야방향과 방 방향 모두 1m의 공

간해상도를 갖는다.고해상도 SAR 상에 한 제원은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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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TerraSAR-X Cosmo-SkyMed

공간해상도 (m)
1(pixelspacing)/

2.62(range),2.21(azimuth)

1(pixelspacing)/

1(range),1(azimuth)

방사해상도 (bit) 16 16

주 수 (GHz) 9.65 9.6

평균입사각 (°) 28.01 29.23

촬 날짜 2008-07-11 2009-07-23

상처리수 GECproduct GECproduct

지향방향 rightlook rightlook

성진행방향 ascending ascending

편 VV HH

[표 3-3]실험에 사용된 고해상도 SAR 상 제원

의 총 세 지역을 실험 상지역으로 선정하 다([그림 3-7]).

첫 번째 실험지역은 IKONOS-2 상과 TerraSAR-X 상,

Cosmo-SkyMed 상으로 구성하 으며,식생,수계,도로,건물 등

이 포함된 실험지역이다.실험지역의 왼쪽과 오른쪽 하단에 건물이

집되어 있어서,상 으로 건물에 한 후방산란계수가 높은

SAR 상에서 해당 지역에서 높은 방사특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지역은 기 상과 목 상을 각각

KOMPSAT-2와 TerraSAR-X,Cosmo-SkyMed 상으로 구성하

고,상 으로 높낮이가 일정한 경작지를 포함한 식생지역과 도로,

건물,하수처리장 등 다양한 토지피복이 혼재된 실험지역으로 선정

하 다. 세 번째 실험지역은 QuickBird-2와 TerraSAR-X,

Cosmo-SkyMed 상으로 구성하 고,큰 하천의 수계지역을 포함

하여,건물,도로,식생 등이 혼재되어있다.

학 상과 SAR 상은 촬 방식 취 하는 장 로 인한

치 방사 차이가 발생하므로,두 상 간의 효과 인 기하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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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한 처리 과정이 필수 이다.GEC

상의 경우,UTM 좌표에 맞게 투 되었지만 지형 특성에 한

보정(terraincorrection)은 수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시야방향과

방 방향에 한 공간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학 상에 맞게 화

소간격을 일치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이를 해, 학 상의 실

험지역 좌표를 이용하여 이에 해당하는 TerraSAR-X GEC 상과

Cosmo-SkyMedGEC 상의 실험지역을 추출한 후, 학 상과 같

은 화소간격으로 재배열한다.본 연구에서는 모든 실험지역에 하

여 학 상을 1024×1024화소의 크기로 선택하 고,이와 같은 크

기로 SAR 상을 최근린보간(nearestneighbor)기법을 이용하여

재배열하 다.

두 상 간 방사 특성의 차이를 제거하기 해서,모든 학

상에 하여 2% 선형 스트래칭을 수행하 고 8비트 상으로 변환하

다.후방산란계수로 표 되는 SAR 상의 경우 밝기값 범 를

이기 해서 로그값을 취한 후,스페클잡음에 한 향을 최소화하

기 해 enhancedLee필터를 용하 다. 학 상과의 상 인

유사도측정을 해 학 상과 같이 2% 선형 스트래칭을 수행한 후

8비트 상으로 변환하 다.이와 같은 처리 과정을 수행한 실험지

역은 [그림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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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학 상과 SAR 상의 기하보정 실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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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 목 상

실

험

지

역

1

IKONOS-2 TerraSAR-X Cosmo-SkyMed

실

험

지

역

2

KOMPSAT-2 TerraSAR-X Cosmo-SkyMed

실

험

지

역

3

QuickBird-2 TerraSAR-X Cosmo-SkyMed

[그림 3-8] 처리 과정이 수행된 학 상과 SAR 상의

기하보정 실험지역

3.3.2. 용 실험 결과

1)유사도 측정 상지역 추출 결과

유사도 측정 상지역을 추출하기 한 임계치로,본 연구에서는

쿼드트리 기법 용을 한 최 세부 역 크기와 최소 세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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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각각 128×128화소와 32×32화소로 설정하 고, 값이

2이상인 역에 해서 반복 으로 네 개의 세부 역으로 분할하

여 유사도 측정 상지역을 추출하 다.특히,최 세부 역의 크

기를 설정해 으로써 상 역에 걸쳐서 격자망을 구성하여 고르

게 분포된 정합 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림 3-9]를 통해서

학 상과 SAR 상에서 큰 지형 오차를 발생하여 유사도 측정

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건물 집지역과 기복변화가 큰 지역을 효

과 으로 추출하 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쿼드트리 기반의 상분할기법은 격자모양의

세부 역으로 상을 분할함으로써,화소단 로 밝기값이 유사한 지

역을 하나의 역(segment)으로 단하는 일반 인 상분할기법에

비해 두 가지 장 을 갖는다.첫 번째 장 은 이 산란이나 체 산

란(volumescattering)이 발생하는 경우,해당 객체의 주변화소에도

높은 후방산란계수 값을 야기하는 문제를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

다. 를 들어,건물과 같이 이 산란에 따른 높은 후방산란계수를

갖는 객체는,실제로는 [그림 3-10]과 같이 그 건물을 심으로 방

방향과 시야방향 모두에 하여 높은 후방산란계수를 보인다.따

라서 높은 반사값을 갖는 객체의 주변지역 한 유사도를 계산하는

상에서 제외되어야 보다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쿼

드트리 상분할 기법의 경우,건물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하나의

역으로 단하여 유사도 측정 상지역에서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쿼드트리 기반 상분할 기법의 두 번째 장 은 상 역에 걸쳐

서 고르게 분포된 정합 을 추출하기 한 격자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다.쿼드트리기법 용시 결정된 세부 역은 역내의

후방산란계수가 높고 이들의 분산이 클수록 더욱 작은 역으로 분

할된다.따라서 최소단 로 분할된 세부 역을 제외한 모든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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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각각 후방산란계수의 분산에 따라 나뉜 동질한 역이라고 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세부 역에서 하나의 정합 만을 추

출함에 따라,추가 으로 역을 분할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단순히 일정한 크기의 격자망을 형성하여 정합 을 추

출하는 일반 인 방법에 비해 상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격자

망을 구성하여 고르게 분포된 정합 을 추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기 상 목 상

실

험

지

역

1

IKONOS-2 TerraSAR-X Cosmo-SkyMed

실

험

지

역

2

KOMPSAT-2 TerraSAR-X Cosmo-SkyMed

실

험

지

역

3

QuickBird-2 TerraSAR-X Cosmo-SkyMed

[그림 3-9]유사도 측정 상지역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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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0]건물지역에 한 SAR 상의 후방산란계수 특성 (a)

학 상 (b)SAR 상

2) 기 변 량 추정 결과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의 기 변 량을 추정하기 하

여 상호정보기법을 이용하 다.SAR 상의 경우,도심지역을 포함

한 변화량이 큰 지역을 제거하여 유사도 측정 상지역을 추출한

후 알고리즘을 용하 다.모든 실험지역에 하여,가우시안 피라

미드(Gaussianpyramid)기법을 이용하여 원 상의 1/4크기의 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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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 상을 2단계에 걸쳐 생성하 다(=2).생성된 최종 단계

(coarsest level)의 피라미드 상에 하여 음의 상호정보 값

 을 목 함수로 하는 담 질 모사기법을 용하 다.

최 화기법을 용하기 한 상 간 변 량 기값을 (,)=(0,

0)으로 할당하 고,고해상도 성 상과 TerraSAR-X GEC 상,

Cosmo-SkyMedGEC 상의 기하학 치오차를 고려하여 변

량 탐색범 를 (East),(North)방향 모두 200m로 설정하 다.담

질 모사기법을 용하기 해 설정한 임계치는 [표 3-4]와 같다.

재배열 기법은 상호정보 값에 한 계산을 수행하는데 시간 효율

비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알려진 최근린보간 기법을 이용하

다(Chenetal.,2003).

매개변수 설정값

기 온도  100

냉각일정
   ×,

(여기서  )
시스템온도 내의

반복횟수 
100

최 반복 횟수  1000

목 함수 변화

임계치
1e-6

[표 3-4]담 질 모사기법을 한

임계치 설정

TerraSAR-X 상과 학 상에 한 기 변 량 차이에 해서

살펴보면,담 질 모사기법을 통해 추정된 기 , 방향에 한

변 량은 첫 번째 실험지역에서는 (,)=(88.03,26.44)m,두 번

째 실험지역에서는 (,)=(-143.80,-38.29)m,그리고 세 번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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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역에서는 (,)=(-140.45,-30.94)m 만큼의 차이를 보 다.

이 게 계산된 변 량은 심 스기법을 통해 추정될 두 번째 피라

미드 상에서의 변 량 계산을 한 기값으로 설정된다.심 스

기법은 탐색범 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담 질 모사기법에 비해 계

산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여 보다 넓은 상에서 최 값을 찾는데

합하다.심 스기법을 사용할 경우 지역 최 값을 찾을 우려

가 있지만,이러한 문제는 담 질 모사기법을 통해 추정한 변 량을

심 스기법 용을 한 기값으로 이용함으로써 해결하 다.피

라미드별로 최 의 변 량을 찾는 작업을 반복 으로 수행하 고,

최종 으로 원 상에서 추출된 변 량은 첫 번째 실험지역에서는

(,) = (83.11,24.24)m,두 번째 실험지역에서는 (,) =

(-146.01,-38.76)m,세 번째 실험지역에서는 (,)= (-86.03,

-22.33)m를 도출하 다.같은 방법으로 Cosmo-SkyMed 상과

학 상 간 기 변 량 추정 결과,세 실험지역에서 각각 (102.87,

8.15)m,(51.04,-6.75)m,(41.51,-33.01)m를 도출하 다.실험지역

별로 추정된 기 변 량은 [표 3-5]와 같다.

성 센서
변 량 (m)

x(E) y(N)

실험지역 1

(IKONOS-2)

TerraSAR-X 83.11 24.24

Cosmo-SkyMed 102.87 8.15

실험지역 2

(KOMPSAT-2)

TerraSAR-X -146.01 -38.76

Cosmo-SkyMed 51.04 -6.75

실험지역 3

(QuickBird-2)

TerraSAR-X -86.03 -22.33

Cosmo-SkyMed 41.51 -33.01

[표 3-5]상호정보기법을 통해 추정된 기 변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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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 정합 추출 결과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 방향에 한 변 량만큼 SARGEC

상을 평행이동한 후에,각 상에 하여 캐니 에지 추출자를 이

용하여 선형화소를 추출하 다.추출된 선형화소를 이용하여 비용함

수를 구성하 다.비용함수에 한 임계치를 1.5로,비용함수를 구성

하는데 필요한 매개변수인 원형버퍼의 반지름 과 거리와 방향에

한 가 치 ,를 각각 5,0.2,500으로 경험 으로 할당하 다4).

TerraSAR-X 상과 학 상에 하여 비용함수를 통해 정합

을 추출한 결과,첫 번째 실험지역에서는 총 419 의 정합 이 추출

되었고,두 번째 실험지역에서는 511 의 정합 이,세 번째 실험지

역에서는 232 의 정합 이 추출되었다.Cosmo-SkyMed 상 한

실험지역 1,2,3에 하여 각각 626,762,464 의 정합 이 추출되

었다.실험지역 별로 비교해보면,실험지역 1,2에 비해 실험지역 3

에서 상 으로 은 수의 정합 이 추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이는 실험지역 3의 경우 큰 하천이 포함되어 있고 균질한 나

지가 넓게 형성이 되어있어서,하천이나 도로의 가장자리를 제외하

면 정합 상이 되는 선형화소가 상 으로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학 상과 SAR 상과 같이 특성이 다른 이종의 데이터에서 선

형화소 간의 공간거리와 방향정보만을 이용하여 추출된 정합 은

다수의 오정합 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단된다.특히 측면 측방

식과 긴 장의 마이크로 에 의해 취득되는 SAR 상은 지표면의

거칠기(roughness)나 작은 높이변화에 의해서도 높은 후방산란계수

를 얻기 때문에 이러한 객체 주변에서 정합 을 추출할 확률이 높

아지며,이를 기하보정을 한 변환모델을 구성하는데 이용할 경우

4) 학 상과 SAR 상 간 정 정합 추출을 한 매개변수의 유효범 결정

과정은 부록 A.4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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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치오차가 포함될 수 있다.실제로 [그림 3-11]의 (a)와 같이

비용함수에 의해 추출된 정합 의 분포를 살펴보면,건물과 같이 선

형정보가 뚜렷한 지역의 주변이나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과 같이 특

징개체가 집된 지역에서 다수의 정합 이 추출된 것을 볼 수 있

다.이 게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정합 이 추출될 경우,구간 선

형함수를 용하는데 필요한 삼각망을 과하게 구성하여 지역 왜

곡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사도 측

정 상지역을 추출하기 해 쿼드트리 기법으로 생성하 던 세부

역을 이용하여,각 세부 역 당 하나의 정합 을 추출하도록 하

다.같은 지역에 하여 해당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그림 3-11]

의 (b)와 같이 선형이나 코 특성이 강한 지역에서만 추출되었고,

차량과 같이 치 정보가 상 취득시기에 따라 불분명한 지역에서

추출된 정합 은 다수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격자망 구성

을 통해 최종 추출된 정합 의 수는 TerraSAR-X 상의 실험지역

1,2,3에 하여 각각 54 ,65 ,48 ,Cosmo-SkyMed 상의 실

험지역 1,2,3에 하여 각각 59 ,73 ,58 을 추출하 다([표

3-6]).추출된 정합 을 SAR 상에 첩하여 [그림 3-12]와 같이

나타내었다.

[표 3-7]은 추출된 정합 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었는지 확인하

기 해 DQ 값을 계산한 결과이다.쿼드트리 기반의 격자망을 생성

하기 과 비교평가 결과,모든 실험지역에 해서 제안한 기법이

낮은 DQ 값을 도출하 다.이를 통해, 집지역에서 다수의 정합

이 추출됨으로써 작은 삼각망이 과하게 구성하는 것을 효과 으로

방지하 고,결과 으로 상의 지역 특성을 반 하면서도 상

역에 걸쳐서 고르게 정합 을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하지

만 선형화소 기반으로 정합 을 추출하는 제안 기법의 경우,도로나

다리,건물 주변과 같이 선형정보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부분의 정

합 이 추출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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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센서
추출된 정합 수 ( )

비용함수 격자망 생성 후

실험지역 1

(IKONOS-2)

TerraSAR-X 419 54

Cosmo-SkyMed 626 59

실험지역 2

(KOMPSAT-2)

TerraSAR-X 511 65

Cosmo-SkyMed 762 73

실험지역 3

(QuickBird-2)

TerraSAR-X 232 48

Cosmo-SkyMed 464 58

[표 3-6]실험지역별로 추출된 정합 수

성 센서
DistributionQuality

비용함수 격자망 생성 후

실험지역 1

(IKONOS-2)

TerraSAR-X 0.275 0.124

Cosmo-SkyMed 0.265 0.148

실험지역 2

(KOMPSAT-2)

TerraSAR-X 0.248 0.158

Cosmo-SkyMed 0.263 0.165

실험지역 3

(QuickBird-2)

TerraSAR-X 0.296 0.157

Cosmo-SkyMed 0.260 0.165

[표 3-7]정합 분포에 한 정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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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11]비용함수에 의해 추출된 정합 (a)과 쿼드트리 기반의

격자망을 통해 최종 추출된 정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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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지

역

1

TerraSAR-X(54 ) Cosmo-SkyMed(59 )

실

험

지

역

2

TerraSAR-X(65 ) Cosmo-SkyMed(73 )

실

험

지

역

3

TerraSAR-X(48 ) Cosmo-SkyMed(58 )

[그림 3-12]제안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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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 상과 SAR 상 간 기하보정 결과

최종 으로 추출된 정합 을 이용하여 삼각망을 구성한 후 기

상과 첩한 결과는 [그림 3-13]과 같다.삼각망이 구성된 지역은

구간 선형함수를,구성되지 않은 외각 지역은 역 어핀변환을

용하여 SAR 상을 학 상의 좌표체계로 변환하 다.

SAR 상을 학 상의 좌표체계로 기하보정한 후,두 상을

첩하여 표 한 결과는 [그림 3-14]와 같다. 학 상을 붉은색 블록

으로,SAR 상을 회색 블록으로 표 하 다.시각 인 평가를

해 특정지역을 확 한 결과는 [그림 3-15]와 같다.확 된 상에서

볼 수 있듯이,두 상의 방사 인 특성은 다르지만 두 상에서 공

통으로 존재하는 선형정보나 특정 객체의 형상이 유지되는 것을 볼

때,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의 기하보정이 제 로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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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지

역

1

TerraSAR-X(54 ) Cosmo-SkyMed(59 )

실

험

지

역

2

TerraSAR-X(65 ) Cosmo-SkyMed(73 )

실

험

지

역

3

TerraSAR-X(48 ) Cosmo-SkyMed(58 )

[그림 3-13]최종 추출된 정합 으로 구성된 삼각망 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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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지

역

1

TerraSAR-X Cosmo-SkyMed

실

험

지

역

2

TerraSAR-X Cosmo-SkyMed

실

험

지

역

3

TerraSAR-X Cosmo-SkyMed

[그림 3-14]제안 기법을 통한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자동 기하보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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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세부지역에 한 시각 평가

3.3.3.정확도 평가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은 측방식의 차이에 의해 지역

치차이가 크게 발생하고,취득하는 장 가 달라 방사 특성

한 상이하다.이로 인해 두 상에서 같은 지역의 검사 을 수동

으로 추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실제로 시각 독에 의해

추출된 검사 의 경우 에 따라 약 10m의 치 오차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Surietal.,2010).이러한 문제에 따라 고해

상도 학 상과 SAR 상의 기하보정 결과에 한 정확도 평가를

해 추출된 정합 을 직 이용하기도 하 다(Chenetal.,2007;

Huangetal.,2010).본 연구에서는,제안 기법을 통해 최종 추출된

정합 을 이용하여 일부는 변환모델을 구성하 고,나머지 정합 을

기하보정 정확도 평가를 하는데 이용하 다.즉,총 추출된 정합

의 70%를 임의로 추출하여 변환모델을 구성하고,나머지 30%의 정

합 으로 구성된 모델에 한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 다.임의로 추

출되는 정합 으로 모델을 구성함에 따라서 정확도 평가 결과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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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차이를 수 있기 때문에,총 10번의 반복실험을 통한 평균

잔차,표 편차,RMSE,그리고 CE90값을 정확도 평가 결과로 도

출하 다.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단하기 해서,유사도 측정

상지역에 한 추출 없이 SAR 원 상을 이용하여 본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와 비교평가를 수행하 다.

의 방법을 통해 각 실험지역별로 계산된 , 방향에 한 평균

잔차 표 편차를 계산한 결과는 [표 3-8]과 같다.두 실험 결과

모두 낮은 평균 잔차값을 도출하는 것을 통해,제안 알고리즘으로부

터 추출된 정합 으로 역 /지역 변환모델을 생성하 을 때 계

통 인 오차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제안 알고리즘의 경우

모든 실험지역에 해서 약 1.0～2.5m의 평균 표 편차 결과를 보

으며,원 상으로부터 도출된 결과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

다.기하보정 정확도 평가지수인 RMSE와 CE90을 계산한 결과는

[표 3-9]와 같다.모든 실험지역의 센서 조합에서 약 1.8～3m의

RMSE와 2.7～4.3m의 CE90값을 도출하 으며,이는 유사도 측정

상지역에 한 추출 없이 제안 기법을 SAR 원 상에 용했을

때보다 우수한 결과이다.이를 통해 쿼드트리 기반 상분할 기법을

통해 건물 집지역을 효과 으로 제거하 음을 알 수 있다.

SAR 상을 기 으로 분석해보면, 모든 실험지역에서

Cosmo-SkyMed 상을 통해 기하보정한 결과가 TerraSAR-X 상

의 결과보다 높은 기하보정 정확도를 도출하 다.이는 기본 으로

Cosmo-SkyMedGEC 상이 제공하는 방사 시야방향의 공간해

상도가 TerraSAR-X GEC 상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

다.본 알고리즘을 용하기 한 처리 과정에서 고해상도 학

상과 같은 화소간격으로 재배열된다고 하더라도,기본 으로 재배열

된 하나의 화소에 포함되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상 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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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역별로 살펴보면,실험지역 1과 2에서 제안 기법을 통해 기

하보정한 결과가 원 상에 용한 결과에 비해 RMSE와 CE90의 값

이 1m 이상 어드는 것으로 보아,건물 집지역을 효과 으로 제

거하 음을 알 수 있다.반면 실험지역 3의 경우,다른 실험지역에

비해 건물 집지역이 게 분포하고 있어서,상 으로 제안알고리

즘의 효과가 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큰 하천을 포함하

여 기본 으로 평평한 지역으로 구성된 실험지역 3에서 가장 낮은

RMSE값을 도출하 다.이는 하천의 경계에서 강한 선형정보가 추

출되고,이를 토 로 다 센서 상 간의 효과 인 기하보정이 이루

어 질 수 있었으리라고 단된다.반면,실험지역 2는 평평한 농경

지역이 분포되어있어 우수한 기하보정 정확도를 얻을 것이라는

상과는 달리 상 으로 높은 RMSE값을 도출하 다.이는 실험지

역 2의 우측 하단에 치한 역시 시설 리공단의 하수처리장

과 그 의 운동장이 치한 지역이 주변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은 지형에 존재하는데 이에 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이 지역에

서 추출된 정합 으로 변환모델을 구성함에 따라 많은 오차가 발생

하는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실험지역 2에는 낮은 산림지 가

분포하는데,이 한 오차를 야기할 수 있다.실험지역 1의 경우 왼

쪽 윗부분에 다수의 높은 건물이 분포하지만,건물 집지역에 한

유사도 계산을 최소화하는 본 제안 알고리즘에 의해서 남은 지역에

해서만 유사도를 측정하고 정합 을 추출함으로써 상 으로 향

상된 기하보정 정확도를 보 다.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자동 기하보정을 수행한 선행

연구에서는 평균 으로 약 1.5～4m의 표 편차를 보이며(Huang

andLi,2010;Reinartzetal.,2011),특히,도심지역에 해서는 5m

정도의 RMSE를 도출한다고 알려져 있다(SuriandReinartz,2010).

이와 비교하 을 때,제안 기법으로 추정된 도심지역에 한 고해상

도 학 상과 SAR 상 간 자동 기하보정 정확도는 만족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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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임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다 높은 기하보정 정확도를 얻기 해서는 기복에 한 왜곡이

보정된 SAR 정사 상을 이용하여 기하보정을 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라고 단된다.SAR GEC 상은 지표면의 기복에 한 고려

가 없는 일정한 높이값을 가정한 DEM으로부터 좌표를 취득하기 때

문에,제안 알고리즘을 용한다하더라도 건물과 같은 인공물외에

산림이나 경사가 있는 지역에 한 보정은 불가능하다.따라서 정

한 DEM을 통해 정사보정된 SAR 상에 제안 알고리즘을 용할

경우,지형 기복과 건물지역에 한 고려가 동시에 가능하여 기하보

정 정확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5).

성 센서
원 상을 통한 제안 기법

유사도 측정 상지역

추출을 통한 제안 기법

Res.(m) Std.(m) Res.(m) Std.(m)

실험지역 1

(I2)

TSX
x -0.21 2.86 0.04 1.71

y -0.11 2.57 0.33 2.41

CSK
x -0.06 2.83 -0.18 1.91

y -0.08 2.78 0.21 2.03

실험지역 2

(K2)

TSX
x -0.01 2.78 -0.31 1.82

y -0.14 2.66 -0.11 2.10

CSK
x 0.11 2.88 -0.16 1.79

y 0.02 2.75 0.16 1.68

실험지역 3

(Q2)

TSX
x 0.09 1.70 -0.22 1.20

y -0.17 1.43 -0.20 1.32

CSK
x 0.06 1.70 -0.08 1.19

y 0.02 1.68 0.24 1.09

[표 3-8]잔차 표 편차 비교평가

5)SAR정사 상을 생성하여 고해상도 학 상과 기하보정한 결과를 부록

A.5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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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센서

원 상을 통한 제안 기법
유사도 측정 상지역

추출을 통한 제안 기법

RMSE(m) CE90(m) RMSE(m) CE90(m)

실험지역 1

(IKONOS-2)

TSX 3.91 5.76 2.89 4.26

CSK 3.99 5.88 2.84 3.82

실험지역 2

(KOMPSAT-2)

TSX 3.83 5.59 2.94 4.00

CSK 4.01 5.89 2.57 3.90

실험지역 3

(QuickBird-2)

TSX 2.24 3.37 2.03 2.81

CSK 2.41 3.67 1.82 2.67

[표 3-9]RMSE CE90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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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역에 한 고해상도 다 센서 성 상 간의

기하보정 과정을 자동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론을 제안하 다.

재 취득되고 있는 고해상도 성 센서인 학 상과 SAR 상에

해서,고해상도 학 상 간의 자동 기하보정과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의 자동 기하보정으로 나 어서 각각에 한 방

법론을 제안하 고,정확도 평가를 실시하여 제안 기법에 한 우수

성을 단하 다.

고해상도 학 상 간 자동 기하보정을 해서,SIFT 기법을 개

선하여 상 역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된 정 한 정합 을 추출하

다.건물이나 산지,그림자 지역 등과 같이 취득될 당시의 센서

자세나 치,촬 시간 등에 따라 치차이를 보일 수 있는 지역에

서 추출된 정합 을 효과 으로 제거하 고,정 하게 추출된 정합

으로 역 /지역 변환모델을 구성함으로써 기하보정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고해상도의 QuickBird-2, IKONOS-2,

KOMPSAT-2 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실험지역에 본 알고리즘을

용한 결과,높은 공간해상도를 갖는 센서일수록,그리고 두 상

의 촬 각 차이가 클수록 오정합 을 효과 으로 제거하는 것을 확

인하 다.다양한 평가척도를 통한 정확도 평가 결과,SIFT 기법에

비해 높은 정합률을 보임과 동시에 향상된 기하보정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모든 실험지역에 해서 0.75m에서 1.5m의 RMSE를 도

출함으로써,다양한 공간정보 활용을 한 처리 기술로의 용가

능성을 확인하 다.

실험에 용된 상 간의 촬 각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건

물의 기복변 가 같은 방향으로 발생하여 오정합 이 제거되지 않

는 경향을 보 고,지표면 자체가 평평하지 않거나 기복변 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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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알고리즘을 용하 을 때 기하보정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

계가 있었다.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해서는,다양한 촬

각을 갖는 센서 조합에 해서 추가 으로 실험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자동 기하보정을 해서,강도

기반과 특징기반 정합기법을 결합하여 특성이 다른 이종센서 상

간 기하보정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두 센서에서 기하 ,방

사 차이를 보이는 건물 집지역을 비롯하여 유사도를 측정할 경

우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지역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에 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표 인 고해상도 학 상인

QuickBird-2,IKONOS-2,KOMPSAT-2 상과 고해상도 SAR

상인 TerraSAR-X,Cosmo-SkyMed 상을 조합하여 실험지역을

설정함으로써 제안 알고리즘이 다양한 센서와 조건에서도 용이

가능한지에 한 검증을 수행하 다.유사도 측정 상지역을 추출

하여 제안 기법을 용한 결과가 SAR원 상에 제안 기법을 용

했을 때에 비해 향상된 기하보정 정확도를 보임을 통해,유사도 측

정 상지역을 효과 으로 추출하 음을 알 수 있었다.모든 실험지

역에 해서 약 1.8m에서 3.0m의 RMSE를 도출함으로써,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기술로의 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상지역 부분이 건물 집지역으로 구성된 실험지역의 경우,건

물지역 일부가 유사도 측정 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제안 알고리즘

용이 가능하지만 상 으로 기하보정 정확도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 다. 한 상 간의 기 치차이가 크거나 실험지역에 지배

인 개체나 선형 특성이 없는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를 보

다.기하보정 정확도를 보다 향상시키고 다 센서자료의 통합 활용

성을 높이기 해서는 정 한 DEM을 이용하여 정사보정된 학

상과 SAR 상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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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고해상도 다 센서 성 상의 통합 이용을

한 핵심 인 처리 기술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특

히, 학 상과 SAR 상과 같은 다 센서 상 간의 자동 기하보

정 기술은 국외연구 한 아직까지 높은 수 의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

이며,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련 활용연구를 한 효과

인 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개발된 연구결과를 통해,

상융합,객체 정보 추출, 상분류,변화탐지 등 다양한 공간정

보 분야에 고해상도 다 센서 성 상의 활용성이 증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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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1. 학 상 간 자동 기하보정 매개변수 결정

고해상도 학 상 간의 기하보정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는 신뢰

도 높은 변환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요하며,이는 추출된 정합 의

수와 이들의 정확도에 의해 결정된다.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의

경우,추출되는 정합 의 수와 이들의 정확도에 향을 주는 매개변

수인 결합거리 에 한 임계치와 원형버퍼의 크기 을 효과 으

로 설정해야한다.이에 본 부록에서는 두 매개변수의 유효한 범 를

정합 의 수와 RC(RegistrationConsistency)값을 통해 결정하 다.

RC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변환모델로는 어핀변환을 이용하 다.

[표 A.1-1]에서 [표 A.1-6]은 두 실험지역에 해서 QuickBird-2,

IKONOS-2,KOMPSAT-2 상을 조합하여 기 상과 목 상으

로 선정한 뒤,각각 와 을 변화시켰을 때 추출되는 정합 의 수

와 RC값을 나타낸다.추출되는 정합 을 기 으로 살펴보면,의

값이 커질수록 추출되는 정합 도 늘어나는 결과를 보 고,의 값

이 커질수록 추출되는 정합 의 수는 늘어나다가 다시 어드는 경

향을 보 다.이는 정합 후보가 포함되는 역이 늘어나면서 후보

특징 개수가 늘어나서 그에 따른 추출되는 정합 도 늘어나다가

어느 크기 이상이 되면 불필요하게 많은 특징 들이 역 내로 포

함되어 오히려 정합 으로 추출될 확률이 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RC값의 변화를 살펴보면,와 의 크기가 커질수록

낮은 값을 보이다가 다시 높은 값을 도출하는 경향을 보 다.최

종 으로 종합해보면,은 4～8화소,는 0.8～1.2의 범 에서 신뢰

할만한 변환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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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 수

(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r

1 3 8 12 14 25 29 33 37 41 46 50

2 6 13 30 50 65 81 99 119 128 139 145

3 9 28 58 95 127 163 207 239 281 316 339

4 21 66 122 185 253 351 442 553 634 697 752

5 36 101 185 289 417 554 731 924 1101 1256 1357

6 43 134 219 363 543 740 992 1271 1538 1738 1838

7 57 159 267 432 659 911 1222 1545 1879 2072 2195

8 66 173 296 498 753 1033 1400 1763 2089 2279 2397

9 74 185 332 548 817 1131 1501 1873 2130 2285 2402

10 81 194 347 578 871 1181 1526 1865 2080 2235 2317

RC

(화소)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r

1 - 2.52 1.17 1.35 0.81 0.46 0.32 0.39 0.26 0.33 0.35

2 2.15 1.55 0.64 0.42 0.37 0.28 0.30 0.29 0.33 0.35 0.41

3 1.09 1.04 0.54 0.53 0.27 0.23 0.16 0.21 0.19 0.18 0.24

4 0.60 0.25 0.21 0.38 0.32 0.32 0.24 0.16 0.31 0.24 0.23

5 0.33 0.60 0.60 0.41 0.29 0.15 0.15 0.24 0.28 0.29 0.34

6 0.66 0.63 0.49 0.38 0.31 0.24 0.29 0.33 0.41 0.44 0.51

7 0.38 0.73 0.17 0.19 0.23 0.24 0.37 0.46 0.53 0.58 0.55

8 0.48 0.33 0.23 0.19 0.26 0.27 0.34 0.43 0.52 0.50 0.50

9 0.31 0.34 0.38 0.25 0.29 0.42 0.52 0.60 0.67 0.68 0.63

10 1.05 0.38 0.32 0.30 0.28 0.40 0.45 0.61 0.61 0.66 0.70

[표 A.1-1]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정합 추출 결과

(실험지역 1,QuickBird-2& IKONO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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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 수

(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r

1 1 1 1 3 7 10 16 19 19 27 32

2 4 8 10 22 45 56 81 91 102 113 119

3 7 14 32 63 103 166 217 300 369 448 517

4 15 39 72 150 230 359 545 799 1073 1329 1483

5 23 59 132 235 383 598 934 1337 1723 2050 2246

6 31 75 181 303 497 794 1178 1626 1990 2240 2377

7 33 89 212 368 605 912 1338 1731 2034 2201 2284

8 39 101 236 406 665 985 1390 1717 1915 2018 2061

9 42 118 256 432 710 1057 1372 1635 1757 1810 1838

10 47 132 267 474 744 1076 1339 1519 1612 1647 1659

RC

(화소)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r

1 - - - - 8.77 2.04 1.81 2.12 1.90 1.31 1.07

2 0.00 5.39 3.80 1.38 0.74 0.78 0.47 0.46 0.57 0.43 0.38

3 3.81 1.08 1.00 0.82 0.43 0.30 0.34 0.32 0.25 0.27 0.24

4 1.49 0.94 0.79 0.39 0.47 0.36 0.31 0.21 0.22 0.19 0.23

5 0.76 0.65 0.34 0.21 0.30 0.40 0.32 0.38 0.35 0.37 0.33

6 1.01 1.18 0.58 0.65 0.67 0.53 0.45 0.48 0.47 0.48 0.48

7 0.88 0.90 0.48 0.63 0.60 0.49 0.66 0.65 0.66 0.68 0.71

8 1.48 0.40 0.58 0.49 0.77 0.72 0.73 0.70 0.76 0.76 0.74

9 0.57 0.72 0.42 0.57 0.78 0.86 0.83 0.86 0.86 0.88 0.88

10 0.52 0.66 0.49 0.62 0.97 0.91 1.03 1.06 1.00 1.06 1.04

[표 A.1-2]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정합 추출 결과

(실험지역 1,QuickBird-2& KOMPSA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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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 수

(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r

1 0 1 2 4 9 13 14 14 15 16 16

2 0 3 9 19 31 35 46 59 70 76 77

3 1 9 26 53 80 112 165 214 262 322 350

4 6 23 64 117 197 291 422 591 750 874 944

5 13 49 108 203 365 526 767 1017 1241 1398 1479

6 24 75 163 302 500 736 1032 1318 1518 1632 1686

7 32 96 217 386 603 863 1152 1406 1552 1619 1646

8 38 112 254 461 691 969 1220 1405 1489 1522 1535

9 46 127 279 514 748 1006 1236 1358 1404 1427 1433

10 50 140 312 550 793 1044 1200 1288 1323 1337 1340

RC

(화소)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r

1 - - - - - 1.11 1.09 1.09 0.79 0.69 0.46

2 0.00 0.00 0.50 0.90 0.41 0.42 0.37 0.46 0.38 0.34 0.36

3 0.00 1.02 0.29 0.12 0.15 0.32 0.37 0.25 0.21 0.23 0.21

4 0.00 0.74 0.23 0.21 0.39 0.38 0.28 0.27 0.20 0.21 0.19

5 0.82 0.28 0.18 0.16 0.14 0.07 0.13 0.14 0.10 0.10 0.15

6 0.47 0.14 0.21 0.09 0.06 0.08 0.15 0.14 0.11 0.11 0.11

7 0.17 0.15 0.15 0.07 0.05 0.12 0.13 0.11 0.12 0.12 0.15

8 0.21 0.28 0.17 0.08 0.08 0.07 0.10 0.11 0.13 0.19 0.23

9 0.19 0.28 0.21 0.13 0.13 0.14 0.15 0.17 0.23 0.25 0.27

10 0.22 0.25 0.25 0.16 0.13 0.13 0.16 0.22 0.29 0.30 0.33

[표 A.1-3]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정합 추출 결과

(실험지역 1,IKONOS-2& KOMPSA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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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 수

(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r

1 3 6 14 20 27 33 40 44 45 48 48

2 9 17 30 48 67 87 95 110 116 128 133

3 24 37 64 103 145 178 219 278 327 378 405

4 34 72 132 194 279 369 480 601 734 838 903

5 55 122 198 313 472 641 825 1073 1282 1431 1531

6 74 169 292 453 660 898 1147 1444 1703 1865 1998

7 88 196 356 534 784 1087 1376 1712 1965 2156 2299

8 104 226 391 610 883 1188 1501 1861 2108 2309 2433

9 113 256 423 653 966 1270 1605 1917 2156 2303 2418

10 123 271 452 708 1029 1339 1661 1900 2097 2247 2312

RC

(화소)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r

1 - 1.37 0.40 0.87 0.63 0.53 0.43 0.39 0.40 0.38 0.36

2 1.59 0.79 0.71 0.63 0.35 0.41 0.27 0.25 0.22 0.27 0.21

3 0.95 0.30 0.59 0.40 0.34 0.26 0.25 0.15 0.17 0.08 0.15

4 0.36 0.17 0.46 0.34 0.21 0.29 0.28 0.32 0.34 0.31 0.32

5 0.44 0.32 0.34 0.26 0.25 0.24 0.23 0.25 0.27 0.28 0.33

6 0.46 0.29 0.41 0.30 0.32 0.34 0.21 0.26 0.28 0.30 0.34

7 0.51 0.27 0.18 0.16 0.17 0.21 0.18 0.25 0.32 0.35 0.34

8 0.35 0.30 0.27 0.20 0.20 0.20 0.18 0.23 0.23 0.23 0.21

9 0.55 0.28 0.34 0.29 0.23 0.18 0.20 0.26 0.23 0.23 0.23

10 0.41 0.42 0.35 0.24 0.31 0.18 0.26 0.31 0.30 0.30 0.34

[표 A.1-4]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정합 추출 결과

(실험지역 2,QuickBird-2& IKONO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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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 수

(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r

1 4 11 15 22 27 38 42 46 47 52 53

2 13 22 39 53 80 105 131 163 188 208 224

3 24 47 84 150 237 339 468 617 770 918 1012

4 42 97 186 340 534 815 1138 1553 1978 2285 2472

5 69 148 293 523 843 1247 1777 2354 2828 3133 3326

6 86 192 371 657 1057 1526 2079 2645 3017 3261 3359

7 102 236 448 772 1200 1702 2226 2643 2908 3039 3099

8 115 269 489 861 1307 1799 2238 2513 2651 2716 2749

9 126 296 528 922 1374 1810 2164 2348 2421 2462 2477

10 132 304 557 955 1400 1767 2014 2143 2177 2202 2213

RC

(화소)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r

1 - 2.33 0.70 0.57 0.60 0.53 0.50 0.62 0.66 0.58 0.55

2 0.69 0.56 0.95 0.83 0.64 0.67 0.48 0.36 0.37 0.37 0.44

3 0.80 0.56 0.40 0.35 0.33 0.37 0.29 0.32 0.29 0.25 0.19

4 0.57 0.55 0.55 0.56 0.39 0.30 0.26 0.27 0.29 0.33 0.33

5 0.60 0.46 0.48 0.42 0.30 0.26 0.29 0.29 0.34 0.34 0.37

6 0.97 0.60 0.46 0.33 0.31 0.28 0.23 0.26 0.26 0.28 0.27

7 0.70 0.47 0.34 0.26 0.28 0.30 0.33 0.32 0.33 0.35 0.35

8 0.47 0.41 0.39 0.34 0.36 0.35 0.35 0.34 0.36 0.39 0.40

9 0.26 0.32 0.39 0.34 0.30 0.36 0.32 0.37 0.40 0.46 0.50

10 0.48 0.24 0.34 0.33 0.28 0.25 0.31 0.33 0.35 0.41 0.44

[표 A.1-5]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정합 추출 결과

(실험지역 2,QuickBird-2& KOMPSA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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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 수

( )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r

1 3 5 8 17 25 35 39 43 46 49 52

2 8 14 30 55 76 94 114 128 149 158 164

3 12 25 75 116 150 231 320 403 496 571 606

4 20 67 143 235 373 562 786 1033 1279 1432 1535

5 40 126 239 395 615 938 1313 1690 1973 2163 2278

6 64 175 330 545 849 1229 1653 2018 2276 2412 2477

7 82 213 387 649 1004 1425 1794 2093 2281 2372 2416

8 97 246 433 751 1096 1492 1827 2042 2147 2202 2233

9 109 269 479 813 1162 1540 1813 1955 2022 2052 2069

10 128 292 516 856 1212 1553 1771 1868 1910 1934 1944

RC

(화소)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r

1 - - 1.41 0.80 0.86 0.75 0.72 0.66 0.41 0.38 0.25

2 3.07 0.87 0.27 0.30 0.18 0.26 0.39 0.32 0.34 0.30 0.28

3 0.66 0.55 0.39 0.14 0.22 0.23 0.11 0.11 0.10 0.12 0.12

4 0.83 0.28 0.17 0.11 0.11 0.06 0.12 0.10 0.08 0.12 0.10

5 1.08 0.35 0.32 0.20 0.10 0.09 0.08 0.09 0.09 0.08 0.07

6 0.76 0.22 0.23 0.12 0.06 0.08 0.07 0.09 0.08 0.05 0.06

7 0.20 0.17 0.14 0.05 0.08 0.13 0.11 0.09 0.07 0.09 0.11

8 0.17 0.23 0.12 0.13 0.10 0.10 0.08 0.09 0.11 0.14 0.15

9 0.25 0.27 0.14 0.12 0.12 0.10 0.07 0.09 0.09 0.12 0.13

10 0.28 0.20 0.12 0.13 0.13 0.11 0.10 0.07 0.10 0.12 0.11

[표 A.1-6]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정합 추출 결과

(실험지역 2,IKONOS-2& KOMPSAT-2)



-123-

A.2.고해상도 정사 상에 한 자동 기하보정

고해상도 정사 상을 기 상으로 하여 목 상을 기 상의

좌표체계로 기하보정하는 경우,그 활용성이 보다 다양해질 수 있

다.즉,기 상의 좌표체계로 변환된 목 상은 수치지도를 포함

한 다양한 GIS데이터와의 통합 이용이 가능해진다.이에 본 부

록에서는 기 상을 정사 상으로,목 상을 일반 학 상으로

각각 할당하여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기하보정된 목 상과 실좌표

체계로 제공되는 다양한 GIS데이터와의 통합 가능성을 단해보고

자 하 다.

이를 해,두 장의 KOMPSAT-2정사 상으로 생성된 모자이크

상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그림 A.2-1]과 같이 합선

(seam-line)을 기 으로 상의 좌측은 2010년 4월 15일에 촬 된

32.12°의 촬 각을 갖는 상을,우측은 2008년 5월 6일에 촬 된

15.93°의 촬 각을 갖는 상을 결합하여 생성하 다.두 상 모두

IHS(Intensity-Hue-Saturation) 상융합 기법을 통해 1m의 해상도

를 갖는 RGB세 개의 밴드로 구성되어있다.본문에서 제시한 실험

지역 1과 실험지역 2에 해당하는 치에 하여 정사 상의 색

(red)밴드를 기 상으로 선정하 고,같은 지역의 IKONOS-2

상을 목 상으로 선정하 다.실험에 사용된 모든 임계치는 앞서

제시한 값과 동일하게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결과,실험지역 1에서는 총 28 의 정합 이 추출되었고,실

험지역 2에서는 65 의 정합 이 추출되었다.정합 추출 이를

이용하여 변환모델식을 구성하여 기하보정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A.2-2]와 같다.실험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된 20 의 정합 을 추출

하여 평균 잔차,표 편차,RMSE,CE90을 계산한 결과를 [표

A.2-1]에 제시하 다.정사 상으로 구성된 실험지역에 한 정확도

평가 결과,일반 상에 용한 결과보다 낮은 기하보정 정확도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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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으며,실험지역별로 살펴보면 실험지역 2가 실험지역 1에 비

해 높은 기하보정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각 실험

지역이 구성된 지표면의 특성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단된다.즉,

실험지역 1에서는 상 으로 높이에 한 기복이 심한 산지가

상에 다수 분포되어 있어,이들에 한 향을 최소화한 정사 상과

동일한 높이로 가정한 일반 상에서 많은 치 차이를 발생하게 된

다.이러한 치 차이는 실제 응되는 정합 이 제안한 결합거리의

원형버퍼범 에서 벗어나 정합 후보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뜻하

며,이는 실험지역 1에서 상 으로 게 추출된 정합 을 통해 설

명될 수 있다.즉,정사 상으로 제작된 고해상도 상을 기 상

으로 하여 목 상의 좌표체계를 변환시키는 본 실험에서는,상

으로 지표면에 한 기복변 가 작은 지역에서 용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고,보다 높은 정확도를 얻기 해서는 제안 기

법의 알고리즘을 수정하거나 용된 임계치의 재설정 과정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A.2-1]KOMPSAT-2정사 상으로

생성된 모자이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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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지

역

1

정합 추출 결과 (28 ) 기하보정 결과

실

험

지

역

2

정합 추출 결과 (65 ) 기하보정 결과

[그림 A.2-2]정사 상으로 구성된 실험지역에 한 정합 추출

기하보정 결과

성 센서 Res.(m) Std.(m) RMSE(m) CE90(m)

실험지역

1

x 0.26 1.84
3.39 5.03

y -2.24 1.06

실험지역

2

x 0.60 1.02
2.01 3.16

y -0.20 1.23

[표 A.2-1]정사 상으로 구성된 실험지역에 한 정확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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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건물 집지역으로 구성된 실험지역에 한 고해

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자동 기하보정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기하보정

에서는 기복변 를 야기하는 건물 집지역을 유사도 측정 상지역

에서 제거하여 기하보정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 다.특히, 상

지역의 부분이 건물 집지역으로 구성된 경우라도,제안 기법의

쿼드트리 분할 기 인 식 (3-1)을 통해 실험지역의 일부를 유사도

측정 상지역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하 다.즉,세부 역과 체

상에 한 후방산란계수 평균과 분산의 비를 분할 기 으로 이용

함으로써,실험지역의 다수가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하더라도 체

상의 후방산란계수 평균 한 높아져서 상 으로 낮은 후방산

란계수를 갖는 지역은 유사도 측정 상지역으로 추출할 수 있다.

이에 한 실험 인 증명을 해 [그림 A.3-1]과 같이 건물 집지

역으로 구성된 두 실험지역을 선정하여 알고리즘을 용하 다.모

든 실험지역은 512×512화소크기로 선정하 고,제안 기법을 용하

기 해 앞서 사용하 던 임계치와 동일하게 용하 다.쿼드트리

기법을 통해 추출된 유사도 측정 상지역과 정합 분포,그리고

기하보정 결과는 [그림 A.3-2]와 같다.유사도 측정 상지역 추출

결과를 살펴보면,실험지역 부분이 건물 집지역으로 구성되어 있

더라도 상 으로 낮은 후방산란계수 값을 갖는 지역은 유사도 측

정 상지역으로 추출함으로써 두 상 간 기 변 량을 효과 으

로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실험지역 1에서는 20 ,실험지역

2에서는 14 의 정합 이 추출되었다.구성된 격자망을 통해서 상

역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된 정합 을 추출하 으며 이를 이용하

여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기하보정을 수행하 다.정확

도 평가를 수행한 결과는 [표 A.3-1]과 같다.본문에서 진행한 일반

인 도심지역의 결과에 비해서는 높은 RMSE와 CE90값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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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이는 상 으로 기복변 를 야기하는 건물지역이 유사도

측정 상지역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하지만 두

실험지역 모두 약 3m의 만족할만한 RMSE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상지역 다수가 건물 집지역으로 구성된 실험지역에도 제안 알

고리즘 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

험

지

역

1

IKONOS-2 TerraSAR-X

실

험

지

역

2

KOMPSAT-2 Cosmo-SkyMed

[그림 A.3-1]건물 집지역으로 구성된 실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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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지

역

1

유사도 측정 상지역 정합

추출 결과 (20 )
기하보정 결과

실

험

지

역

2

유사도 측정 상지역 정합

추출 결과 (14 )
기하보정 결과

[그림 A.3-2]건물 집지역으로 구성된 실험지역 기하보정 결과

RMSE(m) CE90(m)

실험지역 1

(IKONOS-2&TerraSAR-X)
3.02 4.35

실험지역 2

(KOMPSAT-2& Cosmo-SkyMed)
3.17 4.63

[표 A.3-1]건물 집지역에 한 정확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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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학 상과 SAR 상 간 자동 기하보정 매개변

수 결정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 자동 기하보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매개변수인 와 의 유효한 범 를 결정하기 해서,이들

의 변화에 따른 추출되는 정합 의 수와 RC값을 계산하 다.RC

를 계산하는데 용하는 변환모델로는 어핀변환을 이용하 고,비용

함수에 한 임계치는 1.5로 할당하 다.는 정 정합 을 추출하

기 해 사용되는 비용함수에서 거리에 한 역가 치를 의미하며,

정합 후보 역을 결정하기 한 반지름 과 반비례 계를 보인

다.는 각 상에서 추출된 선형 화소의 방향에 한 가 치로 값

이 커질수록 방향의 차에 해 정합 으로 추출되는 기 이 강화된

다. [표 A.4-1]에서 [표 A.4-6]은 학 상인 QuickBird-2,

IKONOS-2,KOMPSAT-2 상과 SAR 상인 TerraSAR-X,

Cosmo-SkyMed 상을 조합하여 기 상과 목 상으로 할당한

뒤,각각 와 를 변화시켜가면서 추출되는 정합 의 수와 RC 값

을 나타낸 결과이다.실험 결과,와 값이 커질수록,각각 특징

간의 거리와 방향의 차이에 한 기 이 엄격해져서 보다 은 수

의 정합 을 추출하는 것을 확인하 다.두 임계치를 작게 할수록

많은 수의 정합 이 추출되지만,이는 상 으로 오정합 을 함께

추출할 가능성 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따라서 RC값을 통해

각 매개변수의 유효범 를 결정해야 한다.와 를 증가시키면서

RC값을 계산해본 결과,RC가 작아지는 값을 보이다가 다시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최종 으로 종합해보면,

는 0.125～0.25(=4～8화소),는 400～800의 범 에서 신뢰도 높은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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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 수

( )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 33 19 11 9 9 8 6 5 4 2

2 355 175 118 90 67 52 39 33 31 23

3 768 395 260 195 161 134 118 92 81 71

4 1365 715 483 348 288 245 215 189 160 142

5 2037 1088 729 548 419 369 316 284 247 222

6 2871 1530 1052 790 617 514 444 396 356 310

7 3793 2040 1386 1057 842 699 600 532 475 433

8 4800 2588 1792 1343 1089 913 789 689 615 555

9 5755 3138 2175 1627 1311 1091 948 831 746 676

10 6770 3751 2595 1968 1571 1317 1113 978 876 800

RC

(화소)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 0.08 0.15 0.20 0.42 0.42 0.40 1.46 0.85 2.22 2.22

2 0.02 0.04 0.08 0.13 0.14 0.11 0.13 0.15 0.17 0.17

3 0.03 0.07 0.08 0.06 0.07 0.08 0.07 0.09 0.07 0.08

4 0.04 0.09 0.07 0.08 0.06 0.07 0.06 0.07 0.08 0.06

5 0.05 0.06 0.08 0.08 0.06 0.06 0.05 0.06 0.05 0.05

6 0.08 0.08 0.09 0.10 0.13 0.11 0.10 0.11 0.10 0.09

7 0.11 0.09 0.10 0.10 0.12 0.12 0.13 0.12 0.10 0.10

8 0.12 0.13 0.12 0.12 0.10 0.12 0.14 0.16 0.16 0.17

9 0.10 0.13 0.15 0.17 0.14 0.15 0.14 0.17 0.15 0.13

10 0.11 0.15 0.19 0.18 0.19 0.18 0.17 0.19 0.16 0.17

[표 A.4-1]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정합 추출 결과

(실험지역 1,IKONOS-2& TerraS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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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 수

( )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 85 40 23 17 14 12 10 9 9 8

2 535 269 169 133 108 83 71 61 57 51

3 1197 619 419 321 250 208 173 155 130 121

4 2021 1059 737 547 448 370 317 274 243 212

5 2955 1573 1088 815 665 550 472 402 356 322

6 4020 2161 1487 1126 902 752 647 558 494 435

7 5220 2810 1961 1486 1204 996 859 751 664 585

8 6472 3538 2478 1887 1522 1281 1095 960 850 763

9 7922 4329 3044 2337 1884 1560 1353 1177 1040 931

10 9325 5194 3650 2819 2262 1914 1642 1449 1291 1162

RC

(화소)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 0.05 0.08 0.09 0.07 0.10 0.14 0.15 0.11 0.11 0.16

2 0.04 0.05 0.06 0.07 0.06 0.09 0.09 0.09 0.10 0.07

3 0.02 0.04 0.03 0.03 0.03 0.04 0.01 0.01 0.02 0.02

4 0.05 0.05 0.04 0.04 0.02 0.03 0.05 0.04 0.05 0.04

5 0.09 0.08 0.07 0.05 0.05 0.06 0.05 0.03 0.05 0.07

6 0.08 0.09 0.07 0.09 0.08 0.05 0.06 0.07 0.07 0.07

7 0.07 0.10 0.09 0.07 0.07 0.06 0.05 0.05 0.04 0.06

8 0.08 0.13 0.11 0.11 0.08 0.08 0.08 0.07 0.08 0.08

9 0.08 0.10 0.11 0.10 0.10 0.09 0.09 0.07 0.07 0.07

10 0.10 0.15 0.12 0.14 0.12 0.10 0.10 0.08 0.06 0.05

[표 A.4-2]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정합 추출 결과

(실험지역 1,IKONOS-2& Cosmo-Sky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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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 수

( )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 46 29 19 12 9 5 3 3 2 2

2 331 164 110 81 66 50 37 36 34 31

3 779 393 269 202 157 136 114 99 85 80

4 1344 683 456 338 264 221 182 164 142 125

5 2027 1028 683 525 410 344 302 256 229 200

6 2845 1445 977 725 574 476 418 370 329 293

7 3754 1924 1297 977 777 633 546 479 432 382

8 4807 2503 1699 1274 1011 826 696 621 555 509

9 5945 3162 2157 1633 1305 1075 906 778 702 642

10 7146 3814 2615 1979 1589 1306 1116 972 855 775

RC

(화소)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 0.16 0.13 0.22 0.18 0.16 0.96 - - - -

2 0.03 0.09 0.11 0.11 0.14 0.12 0.08 0.08 0.09 0.10

3 0.03 0.04 0.05 0.05 0.04 0.04 0.03 0.03 0.04 0.04

4 0.03 0.06 0.06 0.08 0.09 0.09 0.10 0.10 0.09 0.07

5 0.06 0.04 0.04 0.04 0.07 0.06 0.05 0.07 0.07 0.08

6 0.07 0.03 0.04 0.07 0.06 0.06 0.06 0.06 0.07 0.07

7 0.12 0.07 0.09 0.07 0.06 0.06 0.08 0.07 0.07 0.08

8 0.12 0.06 0.10 0.09 0.06 0.08 0.08 0.08 0.09 0.09

9 0.13 0.06 0.10 0.10 0.08 0.10 0.10 0.11 0.13 0.11

10 0.18 0.11 0.10 0.13 0.11 0.11 0.12 0.11 0.13 0.12

[표 A.4-3]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정합 추출 결과

(실험지역 2,KOMPSAT-2& TerraS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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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 수

( )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 53 19 12 12 9 8 8 7 7 4

2 631 335 224 174 142 109 99 85 74 66

3 1347 717 464 371 305 247 206 188 171 156

4 2436 1238 830 633 518 428 364 313 281 259

5 3579 1862 1238 948 765 634 547 474 430 390

6 4887 2567 1735 1307 1064 891 764 673 601 555

7 6465 3397 2343 1782 1460 1230 1044 916 812 741

8 8050 4276 2956 2259 1824 1531 1322 1159 1043 929

9 9835 5322 3694 2816 2316 1937 1653 1446 1295 1185

10 11585 6349 4446 3391 2763 2331 1998 1750 1562 1417

RC

(화소)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 0.18 0.11 0.13 0.13 0.03 0.12 0.72 0.66 0.66 1.49

2 0.02 0.03 0.03 0.04 0.04 0.05 0.05 0.08 0.09 0.10

3 0.02 0.03 0.03 0.04 0.04 0.05 0.05 0.05 0.04 0.04

4 0.03 0.02 0.02 0.02 0.03 0.03 0.04 0.05 0.04 0.04

5 0.05 0.06 0.05 0.04 0.04 0.06 0.06 0.06 0.04 0.04

6 0.06 0.09 0.04 0.04 0.05 0.06 0.07 0.08 0.06 0.06

7 0.08 0.09 0.07 0.05 0.03 0.04 0.04 0.05 0.06 0.05

8 0.09 0.13 0.14 0.09 0.08 0.07 0.08 0.07 0.06 0.06

9 0.12 0.15 0.15 0.13 0.09 0.07 0.08 0.08 0.08 0.08

10 0.13 0.14 0.16 0.15 0.12 0.10 0.10 0.12 0.11 0.11

[표 A.4-4]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정합 추출 결과

(실험지역 2,KOMPSAT-2& Cosmo-Sky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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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 수

( )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 26 11 9 6 4 4 4 4 3 2

2 130 77 53 39 37 27 20 17 16 14

3 287 152 98 71 56 45 37 28 23 21

4 497 251 172 127 100 84 71 58 48 44

5 745 367 254 197 149 125 107 90 75 61

6 1011 513 368 283 225 175 149 134 111 92

7 1334 687 485 382 315 255 215 180 158 138

8 1672 882 604 479 392 331 280 239 205 189

9 2098 1108 761 594 482 413 366 310 269 239

10 2479 1343 913 713 582 503 430 375 325 293

RC

(화소)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 0.27 0.54 0.65 0.79 1.70 1.70 1.70 1.70 1.55 0.00

2 0.09 0.07 0.07 0.04 0.04 0.07 0.00 0.00 0.00 0.00

3 0.08 0.10 0.15 0.18 0.14 0.09 0.09 0.10 0.11 0.04

4 0.11 0.10 0.13 0.06 0.09 0.08 0.05 0.06 0.03 0.03

5 0.07 0.13 0.08 0.13 0.13 0.12 0.12 0.12 0.09 0.11

6 0.06 0.15 0.12 0.09 0.09 0.13 0.16 0.20 0.17 0.20

7 0.14 0.15 0.14 0.07 0.06 0.10 0.10 0.10 0.14 0.13

8 0.17 0.19 0.17 0.19 0.13 0.09 0.05 0.14 0.14 0.10

9 0.16 0.18 0.25 0.26 0.22 0.22 0.19 0.18 0.13 0.15

10 0.25 0.30 0.33 0.26 0.20 0.14 0.14 0.19 0.22 0.26

[표 A.4-5]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정합 추출 결과

(실험지역 3,QuickBird-2& TerraSA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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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 수

( )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 42 19 15 12 5 5 5 5 4 4

2 176 86 52 44 36 27 22 20 18 17

3 404 192 126 98 81 71 61 52 47 43

4 671 345 224 168 140 120 101 87 74 69

5 1017 520 345 265 214 188 160 141 121 107

6 1451 748 500 382 309 276 231 212 186 169

7 1920 1019 679 520 423 355 322 278 254 232

8 2441 1264 856 646 528 444 390 353 316 288

9 3058 1618 1073 803 657 553 471 428 394 353

10 3728 1977 1331 988 804 686 593 514 468 431

RC

(화소)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 0.05 0.11 0.13 0.17 0.32 0.27 0.27 0.27 0.27 0.00

2 0.06 0.02 0.01 0.05 0.00 0.00 0.00 0.00 0.00 0.00

3 0.04 0.09 0.08 0.10 0.14 0.13 0.14 0.16 0.18 0.19

4 0.08 0.07 0.07 0.09 0.11 0.12 0.10 0.12 0.11 0.09

5 0.08 0.07 0.05 0.05 0.06 0.07 0.08 0.09 0.08 0.10

6 0.12 0.13 0.11 0.11 0.09 0.09 0.11 0.11 0.08 0.09

7 0.08 0.10 0.09 0.13 0.08 0.06 0.07 0.07 0.08 0.08

8 0.11 0.09 0.11 0.15 0.18 0.10 0.11 0.11 0.11 0.08

9 0.14 0.17 0.14 0.10 0.12 0.10 0.10 0.10 0.11 0.12

10 0.19 0.16 0.15 0.15 0.16 0.16 0.09 0.05 0.09 0.10

[표 A.4-6]매개변수 변화에 따른 정합 추출 결과

(실험지역 3,QuickBird-2& Cosmo-Sky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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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고해상도 학 상과 SAR정사 상 간 자동 기

하보정

본문에서 언 하 듯이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의 자

동 기하보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서는 SAR 상에 한 정사보

정을 수행한 후에 제안 알고리즘을 용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단된다.이에 한 실험 인 증명을 해,해당지역에 한 DEM을

이용하여 SAR정사 상을 생성한 후 제안 알고리즘을 용하 다.

본 부록에서는 DEM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SAR정사 상을 생성하

는 방법과,생성된 SAR 정사 상과 학 상 간의 자동 기하보정

결과에 하여 서술하 다.

1)SAR정사 상 생성 과정

측면 측 방식에 따른 SAR 상 내에 존재하는 지형 왜곡을 최

소화한 SAR 정사 상을 생성하기 해서 1:5,000수치지도의 등고

선 데이터로부터 불규칙 삼각망을 구성하여 5m의 공간해상도로 재

배열된 DEM을 제작하 다.DEM을 이용하여 모의 SAR 상을 생

성한 뒤,실제 SAR 상과의 교차 상 (cross-correlation)정합을

통해 지형왜곡을 보정하 다(Werneretal.,2002;이경엽 등,2013).

DEM을 이용하여 SAR정사 상을 제작하기 해서는,먼 지구

타원체 모델과 SAR 상의 궤도 정보를 이용한 성 치 추정 모

델을 통해 기 기하정보를 확보해야한다(Curlander,1982;한동엽,

1998;Liuetal.,2004).식 (A.5-1)은 지구 타원체 방정식을 나타낸

다.















 (A.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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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평균 도 반경으로 6378.138km이고, 

는 타겟 치에서의 고도이다.  는 지구타원반경

(ellipsoid polar radius)이며, 는 평편율(flattening factor)로

1/298.255의 값을 갖는다.

방 방향  화소와 시야방향  화소에 존재하는 임의의 타겟과

성 센서와의 경사거리(slantrange)는 아래 식 (A.5-2)로 나타낼

수 있다.

  

∙




(A.5-2)

여기서  와
  는 각각 성과 타겟의 치

벡터를 나타낸다.

한,타겟으로부터 돌아오는 반사 의 주 수는 성과 타겟의

상 인 속도에 따라 비례 으로 변하므로,아래의 도 러 식

(A.5-3)이 성립한다(Curlander,1982;Liuetal.,2004).

 



∙

 (A.5-3)

식의 는 이더 장, 는 성의 속도 벡터이다.

 
×는 타겟의 속도 벡터이며,는 지구의 자 각속도이다.

임의의 화소에 해 반사 에 한 도 러 주 수 와 경사거리

를 SAR 로세서를 통해 계산할 수 있고,이때의 성의 치

()와 속도 벡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 세 계식을 통해

SAR 상의 치 정보인 를 임의 으로 구할 수 있다.

상의 기 기하정보가 수집되면,동일한 치의 DEM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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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의 SAR 상을 생성한다.SAR 상은 후방산란계수를 상

화한 것이므로,후방산란계수 모델을 이용하여 모의 SAR 상 생성

이 가능하다.DEM의 지역입사각(localincidenceangle,)을 이용하

여 후방산란계수를 추출하는 실험 모델을 통해 모의 SAR 상을

제작하 다.지역입사각을 이용한 모의 SAR 상은 식 (A.5-4)를

통해 제작할 수 있다(Wivelletal.,1992;Leberl,1998).

 ×logsincos
cos  (A.5-4)

지역입사각 는 [그림 A.5-1]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당 지역 SAR

상의 이더 에 한 인지방향 벡터(radarilluminationvector)

와 표면법선벡터(surface normalvector)로 표 할 수 있고,식

(A.5-5)를 통해 구할 수 있다(Holeczetal.,1993).

cos  ∙ 


(A.5-5)

여기서,   는 이더 에 한 단 방향벡터를 뜻하고,

 는 표면법선 벡터를 나타낸다.이 게 생성된 모의

SAR 상은 DEM을 통해 제작하기 때문에 각 픽셀에 한 기하정

보를 룩업테이블(lookuptable)형태로 갖게 된다.

생성된 모의 SAR 상과 실제 SAR 상 간의 치 계를 악

하고 지형차이에 한 보정을 수행하기 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많

은 수의 정합 을 추출하는 것이 요하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

는 표 인 SAR　 상처리 소 트웨어인 Gamma에 내장된 상

정합기법을 이용하 다(http://www.gamma-rs.ch/software).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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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교차상 계수에 기반을 둔 반복 최 화 방법으로, 도우 크

기 설정 신호 잡음비(SNR)에 한 임계치가 필요하다.본 실험

에서는 SNR임계값을 Gamma의 매뉴얼에서 기 하고 있는 7.0으로

설정하여 정합 을 찾고자 하 다(이경엽 등,2013).추출된 정합

을 이용하여 실제 SAR 상과 모의 SAR 상을 정합시키고,이동

된 모의 SAR 상의 픽셀 정보를 룩업테이블에 용하여 갱신한다.

따라서 갱신된 룩업테이블은 기 DEM에서 추출된 모의 SAR

상과 실제 SAR 상 간의 기하변화 정보를 갖게 된다.이를 통해,

실제 SAR 상에 룩업테이블의 역변환식을 용하고 재배열 과정

을 거쳐 최종 으로 지형보정된 SAR 정사 상을 생성할 수 있다.

SAR정사 상 제작 과정은 [그림 A.5-2]와 같다.

[그림 A.5-1]SAR 상의 지역 입사각과 표면법선벡터

(Liuetal.,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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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2]DEM을 이용한 고해상도 SAR정사 상 생성과정

(Werner,2002)

2) 학 상과 SAR정사 상 간 자동 기하보정 결과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정사 상 간 기하보정을 수행하는 알

고리즘과 이때 사용된 매개변수,실험지역은 앞서 학 상과 SAR

상 간 기하보정을 수행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 다.실험

지역별로 추출된 정합 의 수와 분포에 한 평가를 수행하기 해

계산된 DQ 결과는 [표 A.5-1]과 같다.모든 실험지역에서 만족할만

한 DQ값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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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센서 추출된 정합 수 DistributionQuality

실험지역 1

(IKONOS-2)

TerraSAR-X 54 0.161

Cosmo-SkyMed 57 0.168

실험지역 2

(KOMPSAT-2)

TerraSAR-X 71 0.163

Cosmo-SkyMed 67 0.153

실험지역 3

(QuickBird-2)

TerraSAR-X 69 0.152

Cosmo-SkyMed 56 0.164

[표 A.5-1]추출된 정합 수와 분포에 한 정량 평가

보다 정량 인 평가를 해서,최종 추출된 정합 의 70%를 임의

로 추출하여 모델을 구성하고,나머지 30%의 정합 으로 모델에

한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 다.총 10번의 반복실험을 통한 평균

RMSE와 CE90값을 도출하 으며,SARGEC 상을 통해 기하보

정을 수행한 결과와 비교하여 [표 A.5-2]에 정리하 다.

평가 결과, 학 상과 SAR정사 상의 검사 에 하여 체

인 RMSE의 범 는 1.8m～3.0m 정도로 나타났으며,CE90값은 약

2.7m～4.5m의 범 를 도출하 다.SAR 센서를 기 으로 실험결과

를 살펴보면,TerraSAR-X 상을 정사 상으로 제작하여 실험에

용한 경우 향상된 기하보정 정확도를 보인 반면,Cosmo-SkyMed

상의 경우 실험지역에 따라서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하 다.이는 SAR정사 상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DEM

의 공간해상도에 따른 결과로 단된다.즉,5m의 공간해상도를 갖

는 DEM에 비해 SAR 상의 방 방향과 시야방향에 한 공간해

상도가 높기 때문에 결과 으로 생성된 SAR 정사 상의 정 도가

떨어지게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실험결과가 SAR정사

상을 이용하는 것이 SARGEC 상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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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통해,SAR 정사 상을 제작하는 것이 기하보정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고해상도 학

상과 SAR 상 간의 기하보정 정확도를 보다 향상시키기 해서

는 높은 공간해상도를 갖는 DEM을 이용하여 SAR 정사 상을 생

성하여 실험을 용해야하며,SAR 상뿐만 아니라 학 상 한

정사 상으로 제작하여 기하보정을 수행할 경우 보다 우수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성 센서
SARGEC 상 SAR정사 상

RMSE(m) CE90(m) RMSE(m) CE90(m)

실험지역 1

(IKONOS-2)

TSX 2.89 4.26 2.64 3.91

CSK 2.84 3.82 3.09 4.55

실험지역 2

(KOMPSAT-2)

TSX 2.94 4.00 2.48 3.53

CSK 2.57 3.90 2.80 4.13

실험지역 3

(QuickBird-2)

TSX 2.03 2.81 2.00 3.02

CSK 1.82 2.67 1.79 2.70

[표 A.5-2]SARGEC 상과 SAR정사 상 간 RMSE CE90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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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maticImage-to-image

RegistrationbetweenHigh-resolution

MultisensorSatelliteDatainUrban

Areas

Youkyung Han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increasingnumberofstudiesandtasksisbeingperformed

usinghigh-resolutioncommercialsatellitesensorsduetothehigh

accessibilityofsuchdata.Therearemany applicationsrelated

with remotesensing,such asimagefusion,objectextraction,

changedetection,etc.Toincorporatesatellitesensorsin these

applications,imageregistration is a fundamentalpreprocessing

requirement.However,matchingpoints,whichareusedforthe

construction of a transformation model,have usually been

extractedmanually,requiringconsiderablehumanresources,cost,

andtime.Asaresult,automaticimage-to-imageregistrationhas

receivedagreatdealofattention.

In this study, we develop an automatic image-to-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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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betweenhigh-resolutionmultisensorsatellitedatain

urbanareas.Theresearchiscategorizedintotwopartsaccording

totheavailablehigh-resolutionsatellitesensors:opticalandSAR

sensors. The first part is automatic registration between

high-resolution optical images, and second is automatic

registrationbetweenhigh-resolutionopticalandSARimages.

Aspartoftheregistrationbetweenopticalimages,weextract

theevenlydistributedmatchingpointsusingtheSIFT method.

The matching points extracted from shadow regions orfrom

objectswithheightvariationssuchasbuildingsormountainsare

removed using orientation differences between the features

extracted from each image.Then,the matching points are

subjected to combined piecewise linear functions and affine

transformationforpreciseregistration.Aspartoftheregistration

between opticaland SAR images,weintegrateintensity- and

feature-basedsimilaritymeasures.A regionsuchasanareathat

is dense with buildings is eliminated from the similarity

measurementtargetsbecausetheregionhasalotofgeometric

and radiometric differences between opticaland SAR images.

Linearfeaturesareusedtoextractprecisematchingpointsand

constructthetransformation modeltoincreasetheregistration

accuracy.

Representative high-resolution optical images, IKONOS-2,

QuickBird-2,andKOMPSAT-2,andSAR images,TerraSAR-X

andCosmo-SkyMed,wereappliedtotheexperimentstoevaluate

theproposedmethods.Through theexperiments,itwasfound

thattheproposedalgorithm couldbeappliedtoadiversityof

sensorsandconditions,andshowedoutstandingresultsass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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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es.The registration accuracies

betweenopticalimages,andbetweenopticalandSAR images,

wereRMSE of1.5m,andRMSE of3.0m,respectively,andall

resultsshowed increasing registration accuracy compared with

therelatedresultsappliedinurbanareas.Theseresultsindicate

thattheproposedmethodscanbeusedaseffectivepreprocessing

fortheapplicationofhigh-resolutionmultisensordatatovarious

spatialinformationfields.

Keyword : automatic image registration, high-resolution

multi-sensorimages,matching pointextraction,opticalimage,

SARimage

StudentNumber:2009-30234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동기 
	1.2. 연구동향 
	1.2.1. 고해상도 광학영상 간 자동 기하보정 
	1.2.2.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 영상 간 자동 기하보정 

	1.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고해상도 광학영상 간 자동 기하보정 
	2.1. 개요 
	2.2. 연구 방법 
	2.2.1. SIFT 기법을 이용한 특징점 간 초기 위치관계 추정 
	2.2.2. 공간거리와 원형버퍼를 이용한 지역적 정합쌍 추출 
	2.2.3. 특징점 주방향정보를 통한 오정합쌍 제거 
	2.2.4. 균일 격자망 구성을 통한 정밀 정합쌍 추출 
	2.2.5. 변환모델 구성 

	2.3. 실험 적용 및 평가 
	2.3.1. 실험데이터 및 평가척도 
	2.3.2. 적용 및 실험 결과 
	2.3.3. 정확도 평가 


	3.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 영상 간 자동 기하보정 
	3.1. 개요 
	3.2. 연구 방법 
	3.2.1. 전처리 과정 
	3.2.2. 유사도 측정 대상지역 추출 
	3.2.3. 초기 변위량 추정 
	3.2.4. 선형정보를 이용한 정합쌍 추출 
	3.2.5. 쿼드트리 세부영역을 이용한 정밀 정합쌍 추출 
	3.2.6. 변환모델 구성 

	3.3. 실험 적용 및 평가 
	3.3.1. 실험데이터 
	3.3.2. 적용 및 실험 결과 
	3.3.3. 정확도 평가 


	4. 결 론 
	5.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