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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위성센서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센서를 탑재한 지구관측위

성이 발사되면서, 다중센서 위성영상을 융합 분석하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광학영상과 SAR영상은 취급하는 파장

대가 달라 동시에 활용할 경우 지표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

를 취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객체 추출, 변화탐지, 재난재해

모니터링 등 원격탐사 분야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서는 전처리 작업으로 두 영상 간 정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광학영상과 SAR영상은 영상 취득시 위성센서 자세

및 취급하는 파장대의 상이함으로 기하 및 분광 정보 차이를 유발

하여 영상 정합에 있어 유독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건물이 밀집된 도심지역에서 부각되며, 중·저해상도 영상보다 고해

상도 영상에서 두드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역에 대

한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에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기존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 관련 연구는 크게 특징기반

정합기법과 강도기반 정합기법으로 진행되었다. 강도기반 정합기

법은 분광 특성이 다른 영상 간 정합에 효과적이나, 영상 간 왜곡

이 존재하지 않거나 기하학적 위치 차이가 적을 때에만 적용 가능

하다.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은 지역적 왜곡이 존재하며,

두 영상 간 수십m 이상의 기하학적 위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 연구는 강도기반

정합기법 보다 특징기반 정합기법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특징기반 정합기법은 분광 특성이 다른 광학영상과 SAR

영상에서 오정합쌍을 다수 추출하여 정합 성능이 떨어진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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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 강도기반 정합기법과 특징기반 정합기법을 결합한

기법들이 제안되었으나, 도심지역에서 원 형상이 존재하는 지역이

나 건물밀집지역을 제외한 지역 등과 같이 제한된 지역에서만 적

용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특징기반 정합기법인 SAR-SIFT 기법과 강도기반 정합기법인

DLSS 기법을 결합한 정합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합쌍을 추출

하기 위해, 전처리 단계, 후보 정합쌍 추출 단계, 정밀 정합쌍 추

출 단계인 총 세 단계를 추가하였다.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을 위해서, SAR-SIFT

기법을 이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점에서 DLSS 기

법을 이용하여 정합쌍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추출된 정합쌍에 다

수의 오정합쌍이 포함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출된 정합쌍에서 임계치와 특징점 간 변위량을 이용한 전

처리 단계와 후보 정합쌍 추출 단계를 통해 후보 정합쌍을 추출하

고, 후보 정합쌍에 RANSAC 기법을 적용하여 정밀 정합쌍을 추출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정밀 정합쌍을 이용

하여 어핀 변환식(affine transformation)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하

여 광학영상에 정합된 SAR영상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고해상도 광학

영상인 KOMPSAT-2영상과 고해상도 SAR영상인 TerraSAR-X,

Cosmo-SkyMed영상을 사용하였고, 시각적, 정량적 평가를 진행하

였다. 시각적 평가를 위해서 모자이크 영상을 생성하였으며, 두 영

상 간 경계에서 객체의 형상이 유지됨을 통해 정합이 우수하게 수

행됨을 확인하였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 수동 검사점을 통한

RMSE Ⅰ과 교차검증을 통한 RMSE Ⅱ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실

험지역에 대해 RMSE Ⅰ은 1.51m에서 2.04m, RMSE Ⅱ는 1.3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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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69m로 정확도가 도출되었다. 이는,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하

였을 때 우수한 수준의 정확도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제안 기

법이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에 효과적이며, 두 영

상 간 융합 분석을 위해 효과적인 정합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사

료된다.

주요어 : 고해상도 위성영상, 광학영상, SAR영상, 영상정합,

SAR-SIFT, DLSS

학 번 : 2015-2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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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최근 고해상도 광학영상인 Pleiades, GeoEye-1, Worldview,

QuickBird영상과 고해상도 SAR(Synthetic Aperture Radar)영상인

TerraSAR-X, Cosmo-SkyMed영상 등 고해상도 다중센서 위성영상

들이 상용화되어, 위성영상 간 융합 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다중센서 위성영상 중 마이크로파 파장대역의 능동

(active) 센서로 취득되는 SAR영상은 주야 및 기상조건과 관계없이

촬영이 가능하며, 광학센서와 다른 파장대를 취급하여 광학영상에서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SAR영상에서 취득할 수 있다(한유경, 2013).

따라서, 광학영상과 SAR영상을 동시에 활용할 때 지표면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두 영상을 활용한 융합 분석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재난재해 모니터링, 영상 융합, 객체 추출 등 다

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Amarsaikhan et al., 2010; Hasan et al.,

2012; Sportouche et al., 2009). 이를 위해서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영상 간 정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Dai and Khorram, 1998). 그러나

광학영상과 SAR영상은 취득시 위성센서의 자세의 상이함으로 수십m

이상의 기하학적 위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광학영상과 SAR영

상을 융합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영상 간 정합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

다.

영상 정합은 다른 시기 및 다른 센서로부터 취득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영상을 중첩시켜 동일 지역에 대해 기하학적 위치를 일치시키

는 과정이다(Zitova and Flusser, 2003).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

합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취급하는 파장대의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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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표면에 대한 다른 분광 특성을 보여 두 영상 간 분광적으로

비선형성을 이룬다. 둘째, 영상 취득시 위성센서의 자세 차이로 인해

동일 지역에 대한 기하학적 위치 차이가 발생한다. 셋째, 영상 해석에

악영향을 미치는 스페클잡음(speckle noise)이 광학영상에는 미흡하게

존재하나, SAR영상에는 영상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Sui et al., 2015).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은 건물이 밀집된 도심지역에서 부각되며, 중·

저해상도 영상보다 고해상도 영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Merkle, et al.,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역에서 고해상도 광

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에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기법은 대표적인 영상

정합기법으로 컴퓨터비전 분야 외 위성영상 간 정합에도 활발히 적용

되고 있다(Mikolajczyk and Schmid, 2005). 이 기법은 축척, 회전, 그

리고 이동에 강인한 기법으로 중·저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에도 적용되었으며, 우수한 정합 결과를 도출하였다(Xiang et al.,

2018). 그러나,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에는 SIFT 기

법을 적용할 경우 SAR영상에 존재하는 스페클잡음을 특징점으로 오

추출하고 두 영상 간 정합에 낮은 정합 정확도를 보인다(Huo et al.,

2012; Wang et al., 2012).

Dellinger et al.(2012)는 기존 SIFT 기법을 SAR영상에 적합하도록

개선한 SAR-SIFT 기법을 제안하였다. SAR-SIFT 기법은 SIFT 기

법의 차분 기울기 연산자(gradient operator)를 영역비 기울기 연산자

로 대체하여 스페클잡음의 영향을 감소시켰다. 이 기법은 SAR 센서

이외 다른 센서로 취득된 영상 간 정합에도 정합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였다(Ma et al., 2017). 그러나, SAR-SIFT 기법은 분광 비선형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을 지니고 있어, 분광 특성이 다른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에 적용시 오정합쌍(outlier)1)을 다수 추출하거나 정

1) 오정합쌍은 두 영상 간 특징점의 위치가 동일 지역이 아닌 정합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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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쌍을 추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인다(Chen et al., 2017).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광 비선형성에 강인한 형상 서

술자를 이용한 기법들이 제안되었다(Huang et al., 2010; Rui et al.,

2016). 형상 서술자(shape descriptor)를 이용할 경우, 영상 간 분광

비선형성이 존재하여도 정합쌍을 올바르게 추출하였다(Ye et al.,

2017a; Ye and Shen, 2016; Ye et al., 2017b). 그러나, 이 기법은 스

페클잡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영상 간 변위량이 적은 경

우에만 적용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또한, 이 기법은 강도기반 정합

기법으로 일정 영역 내에 있는 모든 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계산량

이 많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징기반 정합기법인

SAR-SIFT 기법과 강도기반 정합기법인 DLSS(Dense Local Self

Similarity) 기법을 상호 보완적인 결합을 통하여 개선된 광학 및

SAR 영상 정합기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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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동향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 연구는 특징기반 정합기법과 강도기

반 정합기법으로 두 가지 기법으로 진행되었다(Zitova and Flusser,

2003). 특징기반 정합기법은 영상의 특징 요소를 추출하고 특징 요소

에서의 서술자를 생성하여, 서술자 간 유사도를 통해 정합을 수행하

는 방법이다. 특징요소로는 점, 선, 면이 있으며(Gong et al., 2014),

선과 면이 점에 비해 스페클에 영향을 덜 받고 구분하기 용이하여,

이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Cheng et al., 2004; Habib and

Al-Ruzoup., 2005; Pan et al., 2008). 그러나,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분광 특성의 상이함으로 동일한 선 또는 면을 추출하는 것 또한

어려운 문제이며(Rui et al., 2016; Sui et al., 2015), 제한된 영상 및

지역에서만 정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대표적인 정합기법인 SIFT 기법을 개선하여

영상의 크기나 위치 등이 변하여도 쉽게 식별 가능하며, 분광값에 둔

감한 특징점을 추출하여 정합을 수행하는 연구가 제안되고 있다(Fan

et al., 2013; Ma et al., 2017; Xiang et al., 2018; Xu et al., 2015).

Fan et al.(2013)은 SAR영상에 존재하는 스페클잡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SAR영상의 해상도를 낮춰 특징점을 추출하였다. 그 후, 두 영

상 간 추출된 특징점에서 공간적 특징을 이용하여 광학영상과 SAR

영상 간 정합을 수행하였다. Xu et al.(2015)은 분할(segmentation) 기

법과 SIFT 기법을 결합하여 두 영상 간 정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

으나, 강, 호수, 도로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지 않는 영상에서는 정확

도가 낮게 나오는 한계점을 보였다. 기존 SIFT 기법은 스페클잡음에

취약한 차분 기울기 연산자를 사용하여, SAR영상에 적용할 경우 스

페클잡음을 특징점으로 오추출한다(Xiang et al., 2018). 이를 해결하

기 위해, Ma et al.(2017)와 Xiang et al.(2018)은 스페클잡음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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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킨 기울기 연산자를 개발하여 기존 SIFT 기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두 영상 간 정합을 우수하게 수행하였다.

특징기반 정합기법은 왜곡이 심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

을 지녀 다중센서 위성영상 간 정합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Cheng

et al., 2004; Gong et al., 2014; Habib and Al-Ruzoup., 2005; Pan et

al., 2008; Shen et al., 2017; Sui et al., 2015). 그러나, 이 기법은 영

상 내 공간 특성이 없는 경우 적용하기 어려우며, 광학영상과 SAR영

상 간 분광 특성이 상이하여 다수의 오정합쌍을 추출한다. 이와 다르

게, 강도기반 정합기법은 특징기반 정합기법에 비해 분광 특성이 상

이함에 강인하여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에 활용되었

다(Lehureau et al., 2008; Suri and Reinartz, 2008).

강도기반 정합기법은 기준영상의 특징점 또는 전체를 기준으로 탐

색 영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영역 안에서 유사도를 측정하여 정합지

점을 찾는 기법이다. 이 기법에는 교차상관(cross-correlation) 기법

또는 상호정보(mutual information) 기법 등이 존재한다. Shi et

al.(2012)는 정규교차상관 기법을 이용하여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을 수행하였으나, 이 기법은 분광 비선형성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지닌다(Ye et al., 2017b). 이에 비해 상호정보 기법은 분광 비선형성

에 강인함을 보여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에 많이 활용되었다

(Chen et al., 2003; Reinartz et al., 2011; Shu et al., 2005; Siddique

et al., 2012; Suri and Reinartz., 2010). 그러나, 이 기법은 두 영상 간

정합에 빈번히 오정합지점을 추출하는 한계점을 지닌다(Ye et al.,

2017b). Hasan et al.(2012)은 CCRE(Cross-Cumulative Residual

Entropy)를 적용하여 중·저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을 수

행하였다.

대부분의 강도기반 정합기법은 정합지점을 추출하기 위해 분광 정

보의 유사도를 활용한다. 이 경우, 정합될 두 영상이 분광적으로 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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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이룰 때, 영상에서 오정합지점이 다수 추출될 수 있다. 이에,

Ye and Shen(2016) 그리고 Ye et al.(2017a)은 분광 비선형성에 강인

한 형상 서술자를 이용하여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에 효과적

인 기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기법은 여러 방향과 여러 스케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여 많은 계산량이 요구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Ye et al.(2017b)은 형상 서술자 LSS(Local Self-Similarity)를 연결하

여 형상 서술자 벡터 DLSS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 기법은 영상

간 큰 변위량이나 회전량이 존재할 때 적용이 어려우며, 탐색 영역

안에 존재하는 모든 화소를 고려하므로 이 역시 특징기반 정합기법에

비해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게 된다.

최근에는 강도기반 정합기법과 특징기반 정합기법을 결합한 기법

들이 제안되고 있다(Han and Byun, 2015; Hong and Zhang, 2008;

Merkle et al., 2015). Han and Byun(2015)은 강도기반 정합기법인 상

호정보 기법으로 초기 변위량을 측정하고, 특징기반 정합기법으로 선

형 객체를 이용하여 정합쌍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이 기법은 건물밀

집지역이나 선형 특성이 없는 지역에서 정확도가 다소 감소하는 단점

을 보였다. Hong and Zhang(2008)은 웨이블렛 기법과 교차상관 기법

을 결합하여 성공적으로 정합을 수행하였으나, 기복변위를 유발하는

건물지역에서는 정합의 정확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문제점을 보였

다. Merkle et al.(2015)은 특징기반 정합기법으로 원 형상을 추출하

고, 이를 강도기반 정합기법을 이용하여 정합지점을 추출하여 정합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기법은 원 형상이 존재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만 적용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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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최근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융합 분석이 중요시되면서, 두 영상

간 정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Xiang et al., 2018; Zhang et

al., 2016). 그러나,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 연구는 대부분 중·

저해상도 영상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기존 특징기반 및 강도기반

결합기법들은 도심지역을 제외한 평평한 지역, 도심지역에서 건물밀

집지역을 제거한 지역 또는 원 형상이 존재하는 지역 등 제한된 지역

에서만 정합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도심지역 중 건물

밀집지역에서는 다수의 오정합쌍이 추출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역에 대한 1m급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

영상 간 정합을 수행하기 위해, 특징기반 정합기법인 SAR-SIFT 기

법과 강도기반 정합기법인 DLSS 기법을 결합하였다. 더 나아가, 오

정합쌍을 줄이기 위해, 추출된 정합쌍에 총 세 과정인 전처리 단계,

후보 정합쌍2) 추출 단계, 정밀 정합쌍3) 추출 단계를 적용하였다.

SAR-SIFT 기법은 스페클잠음의 영향을 고려하나, 영상 간 분광

비선형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DLSS 기법은 분광 비

선형성을 고려하지만, 스페클잡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

점을 지닌다. 또한, 이 기법은 영상 간 위치 차이가 클 때 적용하기

어려우며, SAR-SIFT 기법에 비해 많은 계산량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 기법은 SAR-SIFT 기법을 통해 광학

영상과 SAR영상에서 공통된 특징점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점에서

DLSS 기법을 이용하여 정합쌍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정합쌍에는 오

정합쌍이 다수 포함되었으나, 오정합쌍 제거 과정을 통해 정밀한 정

2) 후보 정합쌍은 DLSS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쌍 중 전처리 단계를 거쳐 추출된 정

합쌍으로, 참정합쌍을 추출하기 위한 후보군으로 사용된다.

3) 후보 정합쌍에서 RANSAC 기법을 적용하여 추출된 정합쌍을 의미하며, 참정합쌍으

로 간주되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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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쌍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정합쌍에 최소제곱법을 적용하여 어핀 변

환식(affine transformation)을 추정하여, 정합을 수행하였다. 구체적

인 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 1-1]과 같다.

본 기법의 다중센서 영상 간 정합에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고해

상도 광학영상인 KOMPSAT-2영상과 SAR 영상인 TerraSAR-X,

Cosmo-SkyMed영상을 사용하였다. 실험대상지역으로는 대전 지역

일대로 선정하였으며, 밀집된 건물이 포함된 지역 혹은 하천, 건물,

농경지 등 다양한 토지피복을 지니는 지역 등 도심지역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센서 및 장소

에 대하여 제안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조건에서 제안 기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존 기법인 SIFT 기법과 SAR-SIFT 기법을 제안 기법과의 정합

쌍 추출 결과를 비교평가하여 제안 기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또

한, 제안 기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각적 및 정량적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시각적 평가를 위해 광학영상과 정합된 SAR영상

을 통해 모자이크 영상을 생성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는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측정하여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평가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배경과 연구동향을 통해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과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2장에서

는 특징점 추출 방법으로 기존 SIFT 기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SAR-SIFT 기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정합쌍 추출 방법으

로 기존 DLSS 기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한 제안 기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4장에서는 제안 기법을 대전 일대 실험지역에 대하

여 수행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결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 9 -

[그림 1-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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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점 추출

2.1 영상 전처리

광학영상과 SAR영상은 취급하는 파장대 및 취득시 센서 자세의

상이함으로 기하 및 분광 특성 차이가 발생한다. 두 영상 간 정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최소화시키는 전처리 과정이 필

수적이다(한유경, 2013). 전처리 과정은 기하 정보를 통일시키는 과정

과 분광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기하 정보를 통일

시키기 위해서 두 영상의 좌표계를 WGS84 타원체의 UTM 좌표계로

통일시키고 공간해상도를 일치시킨다. 분광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과정으로 SAR영상의 분광값

을 데시벨(dB) 단위로 변환시킨다. 이는, SAR영상의 분광값 범위가

광학영상에 비해 매우 크므로 줄여 주기 위함이며, SAR영상의 분광

값 분포를 광학영상의 분광값 분포와 유사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Gomez-Chova et al., 2006). 두 번째 과정으로, SAR영상에 존재하는

스페클잡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enhanced Lee 필터를 SAR영상에

적용한다. 이는, 광학영상에는 미흡한 영향을 미치는 스페클잡음이

SAR영상에서는 영상 전반에 걸쳐 존재하여 영상 해석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스페클잡음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함이다(Byun et al.,

2013; Merkle et al., 2015; Zhang et al., 2016). 마지막으로, 두 영상

간 분광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두 영상을 2% 선형 스트레칭을 수

행한 후 8비트(0-255) 영상으로 변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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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AR-SIFT 기법을 통한 특징점 추출

2.2.1 SIFT 기법의 문제점

SIFT 기법은 스케일에 불변(Invariant)한 특징점을 추출하여 정합

을 수행하는 기법으로, 영상의 축척, 회전, 그리고 이동에 강인한 장

점을 지녀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Lowe, 2004).

SIFT 기법에서 특징점을 추출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스케일 공간상에서 극값을 갖는 점을 후보 특징점으로

추출한다. 이는 스케일 공간상에서 극값을 갖는 점은 영상의 변화가

발생하여도 반복적으로 추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가우시안 필터   를 입력 영상  에 적용하여 스케일 공

간상의 가우시안 영상   을 생성한다(Koenderink, 1984;

Lindeberg, 1994).   은 식 (2-1)과 같이 정의된다.

      ∗   (2-1)

여기서 ∗는 컨볼루션 연산을 나타내며, 는 스케일 인자를 의미

하며, , 는 영상에서의 좌표를 나타내며, 가우시안 필터   

는 식 (2-2)와 같이 정의된다.

   






  

(2-2)

다음으로,   을 스케일 공간상에서 인접한 영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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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의 차를 계산하여 차영상을 생성한다. 차영상   

은 식 (2-3)과 같이 정의된다.

          ∗  
       

(2-3)

여기서 는 스케일에 관여하는 일정한 상수를 의미한다.

스케일 공간상에서 극점을 추출하기 위해, [그림 2-1]과 같이 스케

일 공간에서 인접한 총 26개의 화소와 비교하여 극대값 혹은 극소값

을 가지는 점을 후보 특징점으로 추출한다.

[그림 2-1] 스케일 가우시안 공간

두 번째 단계는 후보 특징점에서 불안정한 특징점을 제거하는 단

계이다. 불안정한 특징점은 낮은 대비를 갖는 점과 에지(edge) 부분에

위치한 점으로, 임계값과 Hessian 행렬을 통해 제거된다. 또 다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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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Harris 행렬을 사용하여 불안정한 특징점을 제거하는 방법

이 존재한다(Dufournaud et al., 2000). Harris 행렬   는 식

(2-4)로 표현된다.

    ∙∙













 


∙







∙


 




(2-4)

여기서 ∙는 표준편차 ∙를 갖는 가우시안 함수를 의미

하며, 는 표준편차 를 지니는 가우시안 함수를 입력 영상  

에 컨볼루션한 영상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Harris 행렬   을 통해 응답함수   를 생

성한다. 응답함수   는 식 (2-5)와 같이 정의된다.

    det  ∙   (2-5)

여기서 det  는   의 행렬식을 의미하며,

  는 행렬의 대각 요소의 합의 제곱을 나타내며, 는

임의의 변수를 나타낸다.

불안정한 특징점을 제거하기 위해, Harris 행렬을 통해 생성된 응

답함수   가 특정 임계치를 넘지 못할 경우 불안정한 특징점

으로 간주하고 제거한다.

이를 이용하여 다른 공간해상도를 갖는 위성영상 간 특징점을 효

율적으로 추출하였다(Dufournaud et al., 2000). 그러나, 이 기법을

SAR영상에 적용할 경우, 스페클잡음을 물방울(blob) 모양의 특징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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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여 특징점이 오추출되는 문제점을 보인다(Dellinger et al.,

2015; Hong and Schowengerdt, 2005; Xia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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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SAR-SIFT 기법

 

[그림 2-2] 방향성에 따른 , 

SAR-SIFT 기법은 SIFT 기법을 SAR영상에 적합하도록 개선시킨

기법이다. 이 기법은 SIFT 기법에서 사용하는 Harris 행렬을

SAR-Harris 행렬로 대체하여, 후보 특징점들에서 스페클잡음과 같은

불안정한 특징점을 제거시킨다.

SAR-Harris 행렬은 식 (2-6)으로 정의되며, 기존 Harris 행렬에서

사용하는 차분 기울기(Gradient by Difference) 부분을 스페클잡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영역비 기울기(Gradient by Ratio, GR)로 대체하

여 변형한 행렬이다.

   ∙



 




 ∙

∙ 
 (2-6)

여기서 , 은 각각 , 방향에 따른 GR값을 의미한다([그림

2-2]). GR은 로그 ROEWA(Ratio Of Exponentially Weighted

Averages) 연산자를 사용하여 계산되며, 식 (2-7)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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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g

  log
(2-7)

여기서, , 는 ROEWA를 의미하며, 하나의 예시로 는

식 (2-8)로 정의된다.

 


(2-8)

 


×




 


×



(2-9)

여기서, 는 지수 가중 변수이다. 여기서 과 는 영역의 평

균값에 지수 가중치를 의미(식 (2-9))하며 [그림 2-2]에 표현되었다.

 는 영역에서의 중심 좌표를 의미하고, 은 영상의 영역 안을 나

타내며, +, -는 반대되는 영역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식 (2-7)을 통해 계산된 GR을 이용하여 SAR-Harris 행렬이 식

(2-6)과 같이 표현된다. 이를 이용하여 특징점 추출에 사용되는 응답

함수   를 생성한다(식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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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t∙
 (2-10)

여기서, 는 임의 변수 값을 가리킨다.

SAR-SIFT 기법은 SAR-Harris 행렬을 계산하기 위한 스케일 공

간을 형성하고, 각 스케일에서 3×3 크기의 윈도우 안에서 지역적 극

점이면서 특정 임계값()을 넘는 지점을 특징점으로 추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SAR-SIFT 기법을 개발한 Dellinger et al.(2015)이

제안하는 변수값을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스케일 공간을 형성

하기 위한 초기 스케일 는 2로 설정하였으며, 스케일 비율은 
, 

는 0.04, 는 0.8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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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합쌍 추출

3.1 DLSS 기법을 통한 정합쌍 추출

광학영상 SAR영상

[그림 3-1]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분광 비선형성

SAR-SIFT 기법은 추출된 특징점에서 분광정보의 유사도를 통해

정합쌍을 추출한다. 이 경우, 영상 간 분광 특성이 다를 시

SAR-SIFT 기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림 3-1]과 같

이 광학영상과 SAR영상에는 분광 비선형성을 보인다. 따라서,

SAR-SIFT 기법을 통하여 두 영상에서 정합쌍을 추출하는 것은 어

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SAR-SIFT 기

법을 통해 추출된 특징점에서 분광 비선형성에 강인한 형상 서술자

벡터를 생성하여 정합쌍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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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형상 서술자 LSS

⇨ ⇨ ⇨

(a) (b) (c) (d)

[그림 3-2] LSS 생성 과정

(a) 국부적 영역 원영상 (b) 상관관계 표면 () (c) 로그 폴라

좌표계 (d) 벡터

LSS는 국부적(local) 영역에서 영상 내 중심 패치를 기준으로 주변

패치들과의 유사성을 통해 형상 정보를 표현한다(Ye and Shan,

2014). LSS가 생성되는 과정은 [그림 3-2]에서 표현되었다. 우선,

SSD(Sum of Square Difference)가 일정 영역 안에서 5×5 크기의 중

심 지점 패치()와 영역 안 모든 주변 지점 패치()와의 차이의 제곱

합으로 계산된다([그림 3-2]의 (a)). 그 후, 상관관계 표면(correlation

surface) 는 SSD를 중심 패치의 분광 분산값와 허용가능한 잡

음값 중 최대값으로 정규화하여 식 (3-1)로 표현된다.

   expmax 


 (3-1)

여기서, 는  에서의 SSD(sum of square difference)

값을 의미하고, 는 허용가능한 잡음값을 의미하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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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패치 의 분산값을 나타낸다.

정규화된  은 크기 및 회전 변환된 객체를 동일하게 표현하

는 로그 폴라(log-polar) 좌표계로 변환되고([그림 3-2]의 (c)), 세부

영역으로 분할된다. 각 분할된 영역은 영역 내에서 최대값으로 표현

되며, LSS를 표현하는 구성요소로 사용된다([그림 3-2]의 (d)). 최종

적으로, LSS는 분광값에 불변하게 표현하기 위해 0부터 1까지의 범

위로 선형 스트레칭 된다.

LSS는 국부적 영역에서의 영상의 형상을 표현한다. 그러나, LSS는

[그림 3-3]과 같이 광학영상과 SAR영상에서는 국부적 영역에서의 형

상이 달라, 두 영상 간 정합하는데 있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

다(Ye et al., 2017b). 이에 비해, [그림 3-3]에 국부적 영역 보다 넓은

전역적 영상에서는 두 영상 간 형상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광

학

영

상

S

A

R

영

상

국부적 영상 전역적 영상

[그림 3-3]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형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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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형상 서술자 벡터 DLSS

⇨ ⇨ ⇨

[그림 3-4] DLSS 생성 과정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LSS 값들을 벡터 형태로 연결한

DLSS가 제안되었다(Ye et al., 2017b). DLSS는 LSS와 같이 국부적

영역 보다 확장된 영역을 설정하고, 설정된 영역 안에서의 LSS 값들

을 연결하여 생성한 벡터이다. DLSS는 세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그

림 3-4]). 첫째, 템플릿 윈도우(template window)의 크기를 설정하고,

영상에서 템플릿 윈도우로 영역을 설정한다. 둘째, 템플릿 윈도우를

× 화소 크기의 칸(cell)으로 분할한다. 셋째, 템플릿 윈도우 안에

서 칸의 절반 크기 간격으로 칸의 LSS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을 정규

화시킨다. 마지막으로, 템플릿 윈도우 안에 존재하는 LSS 값들을 벡

터로 연결하여 DLSS를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 LSS 서술자를 형성하기 위한 변수들은 Ye et

al.(2017b)에서 제안하는 변수 값을 사용하였다. LSS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인 허용 잡음값 은 3000, 칸의 크기는 7×7 크기로

설정하였으며, 로그 폴라 변환에서는 2개 반경과 9개 각으로 분할하

였다. 템플릿 윈도우 크기는 40×40에서 150×150까지 10단위씩 증가

시켜 실험하였고, 크기가 120×120 일 때 정합쌍이 가장 많이 추출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템플릿 윈도우 크기를 120×120 크기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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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DLSS 기법의 문제점

기존 DLSS 기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정합쌍을 추출한다.

첫 번째 단계는 기준영상에서만 Harris 기법을 통해 특징점을 추출한

다. 두 번째 단계는 추출된 특징점 좌표를 기준으로 목적영상에서 탐

색 영역을 설정한다. 여기서, 탐색 영역은 , 방향으로 ± 10화소로

제한하였다. 설정된 탐색 영역 내에서 DLSS 간 상관관계()를 계산

하여, 목적영상에서 최댓값을 지니는 점을 정합지점으로 추출한다. 두

영상에서의 DLSS 간 상관관계()는 식 (3-2)와 같이 계산된다.

 



 









 (3-2)

는 광학영상에서의 특징점의 DLSS 요소를 나타내며, 는 SAR

영상에서의 탐색 영역 내 화소의 DLSS 요소를 나타내며, 은 DLSS

의 차원 수를 의미한다. , 은 DLSS인 ,  값의 평균을 의미하

며, , 은 DLSS인 ,  값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기존 DLSS를 이용한 강도기반 정합기법의 경우, 정합쌍을 추출하

는데 세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탐색 범위가 , 방향으로 ±

10화소 이상일 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Ye et al., 2017b).

광학영상과 SAR영상은 좌표계가 일치하더라도 수십m이상 차이가 발

생한다(DLR, 2008). 따라서, 1m급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은

기하학적 위치 차이가 수십 화소이상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기법을

고해상도 두 영상 간 정합에 적용하기 어렵다. 둘째, 탐색 범위로 설

정된 영역 안의 모든 화소를 고려해야하므로 계산량이 많으며, 탐색

범위가 늘어날 시 계산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셋째, 탐색 범위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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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두 영상에서 오정합쌍이 다수 추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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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안된 정합쌍 추출 방법

다수의 오정합쌍이 존재할 경우, 오정합쌍 제거에 유용한

RANSAC 기법의 성능이 현저히 감소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처리 단계와 후보 정합쌍 추출 단계

를 적용하여 개략적인 오정합쌍을 제거한 후 RANSAC 기법을 최종

적으로 적용하여 정밀 정합쌍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3.2.1 전처리 단계

본 연구에서는 1m급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을 위

해, DLSS를 이용하여 기존 기법의 한계점을 개선한 방법론을 제안하

였다. 우선, SAR-SIFT 기법을 통해 광학영상과 SAR영상에서 공통

된 특징점을 추출하였다. 기존 DLSS 기법은 기준영상의 좌표를 기준

으로 탐색 영역 안에 존재하는 모든 화소를 고려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탐색 영역 안에 있는 특징점들만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

기법의 계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탐색 범위를 넓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탐색 범위가 증가하게 되면, 오정합쌍이 추출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증가하게 된다. 이에, 전처리 단계를 적용하여 신뢰

도가 낮은 정합쌍을 제거하였다.

추출된 정합쌍 중 DLSS 간 상관관계가 낮은 값을 가질수록 정합

쌍의 신뢰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전처리 단계로 임계치를 설

정하여, 이를 넘지 못하는 정합쌍은 오정합쌍으로 간주하여 제거하였

다.

3.1.2에서 언급하였듯이,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기하학

적 위치 차이가 수십 화소이상 발생 가능하므로, 고해상도 광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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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SAR영상 간 정합을 위해서는 탐색 영역을 넓게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에는 임계치를 이용한

전처리 단계가 필수적이다. 임계치 값이 높을 경우 정합쌍 수가 급감

하고 낮을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합쌍이 추출되는 문제점을 지닌

다. 따라서, 임계치 값으로는 0.3에서 0.45까지의 값이 권장되며, 본

연구에서는 임계치 값을 0.45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탐색 범위를 , 방향으로 ±200화소를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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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후보 정합쌍 추출 단계

전처리 단계를 통해 추출된 정합쌍은 단순한 임계치 방법을 적용

하여 추출된 것으로, 오정합쌍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처리 단계를 통해 추출된 정합쌍에서 개략적으로 오정합쌍을 제거

하고 후보 정합쌍을 추출하고자 한다. 후보 정합쌍을 추출하는 방법

으로는 정합쌍을 이루는 특징점 간 ,  변위량을 이용하였다. 참정

합쌍4)들을 이루는 특징점 간 ,  변위량은 유사하므로(Kupfer et

al., 2015; Ma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후보 정합

쌍을 추출하였다. 후보 정합쌍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합쌍을 이루는 특징점 간 ,  변위량를 계산한다(식

(3-3)).

∆ 

∆ 
(3-3)

여기서 ∆, ∆는 정합쌍 를 이루는 특징점 간 ,  변위량을

의미하며, 와
은 기준영상의 특징점 좌표를 나타내며, 와 는

목적영상의 특징점 좌표를 나타낸다.

참정합쌍들을 이루는 특징점 간 ,  변위량은 유사하므로, 참정합

쌍들을 구성하는 특징점들 간 변위량의 분포는 일정 영역 안에 밀집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산된 변위량이 임계치 범

위에 존재할 시 후보 정합쌍으로 추출하고(식 (3-4)), 나머지 정합쌍

은 오정합쌍으로 간주하여 제거한다.

4) 참정합쌍은 두 영상 간 특징점의 위치가 동일 지역인 정합쌍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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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여기서 와 은 방향 변위량의 임계 범위를 나타내며,

와 는 방향 변위량의 임계 범위를 나타낸다.

임계 범위를 나타내는 값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된다. 첫째,

전처리 단계에서 추출된 정합쌍에서 8쌍을 임의로 추출한다. 둘째, 임

의로 추출된 정합쌍들을 이루는 특징점들 간 와  변위량을 계산하

고 평균값을 구한다. 셋째, 평균값에서 ,  방향으로 ±15화소 영역

을 설정하고, 영역 안에 존재하는 정합쌍 수를 측정한다. 넷째, 충분

한 수의 반복 과정을 통해 첫째부터 셋째 과정을 반복한다. 다섯째,

가장 많은 수의 정합쌍을 지니는 변위량 평균값을 선택하고, 선택된

값에서 , 방향 ±15화소 영역을 임계 범위로 설정한 후 영역 안에

존재하는 정합쌍을 후보 정합쌍으로 추출한다.

이 과정은 정밀한 정합쌍을 추출하는 과정이 아닌, 개략적인 후보

정합쌍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임계치 범위를 ,  방향으로 ±15화소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반복 수로 2,000을 입력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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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정밀 정합쌍 추출 단계

본 연구에서는 후보 정합쌍 중 정밀 정합쌍을 추출하기 위해 오정

합쌍 제거에 유용한 RANSAC 기법을 적용하였다. RANSAC 기법은

변환 모델식을 설정하고, 무작위 샘플을 추출하고 반복 과정을 통해

목적 변환 모델식에 최대 일치하는 샘플을 추출하는 기법이다

(Fischler et al., 1981). 이 기법은 컴퓨터비전 분야 이외에 위성영상

정합에도 오정합쌍을 제거하기 위해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Kim and

Im, 2003).

본 연구에서는 정합 변환 모델식으로 어핀 변환식을 적용하므로,

목적 변환 모델식을 어핀 변환식으로 설정하였다. RANSAC 기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적용된다. 첫째, 어핀 변환식을 구성하기 위해

최소 세 쌍이 필요하므로, 후보 정합쌍 중 무작위로 3쌍의 정합쌍을

추출한다. 둘째, 무작위로 추출된 정합쌍을 이용하여 어핀 변환식을

구성하고, 구성된 변환식으로 나머지 정합쌍에서의 목적영상 좌표를

기준영상 좌표로 변환된 좌표를 산출한다. 셋째, 변환된 좌표값이 기

준영상의 좌표값과의 차이가 임계치보다 작을 때 일치점으로 간주하

고 일치점 수로 측정한다. 넷째, 충분한 수의 반복 과정을 통해 첫째

에서 셋째 과정을 반복한다. 다섯째, 가장 많은 수의 일치점을 포함하

는 어핀 변환식 모델을 선택하고, 일치점에 해당하는 정합쌍들을 최

종 정합쌍으로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정합쌍은 정밀 정합쌍으로 간주하고, 정밀 정합쌍을

통해 어핀 변환식을 구성하여 정합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

밀한 정합쌍을 추출하기 위해 셋째 과정에서의 임계치를 2(m)로 설

정하였으며, 충분한 반복 수로 2,000을 입력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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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합 및 정확도 평가 방법

3.3.1 어핀 변환식

어핀 변환은 직선, 거리의 비와 평행성을 보존하는 변환으로, 연산

과정이 단순하고 기하관계를 정확히 나타내어 위성영상 간 정합에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Fonseca et al., 1996). 어핀 변환식은 식 (3-5)

와 같이 표현된다.





′

′





 

 

 













 (3-5)

여기서, , 는 기준영상의 좌표를 나타내며, ′ , ′는 목적영상의

좌표를 나타낸다. ,  ,  , , , 는 어핀변환계수를 의미한다. , ,

 , 는 회전과 크기에 대한 정보를 갖는 변수이며, 와 는 이동에

대한 변수이다.

식 (3-5)를 하나의 행렬로 표현하기 위해 homogeneous 형태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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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여기서, 어핀 변환의 자유도는 6이므로, 어핀 변환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3쌍의 정합쌍이 필요시 된다. 임의의 정합쌍 3쌍의 좌

표가 기준영상 좌표 세 점 (, ), (, ), (, ) 목적영상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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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점 (′ , ′), (′ , ′), (′ , ′)이 주어졌을 때, 어핀 변환 계수

에 대해 정리한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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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여기서, 기준영상 좌표 행렬을 A로 목적영상 좌표 행렬을 B로 설

정하고, 어핀 변환 계수 행렬을 X로 표현하면 식 (3-8)과 같이 정리

된다. 어핀 변환식은 식 (3-9)와 (3-10)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다.

 (3-8)

   (3-9)

    (3-10)

추정된 어핀 변환식은 기준영상 좌표를 목적영상 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식으로, 추정된 어핀 변환식의 역행렬을 이용하여 투영변환을

통해 정합을 수행한다.

정합쌍의 수가 3개를 초과할 경우는 최소제곱법을 통하여 어핀 변

환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ANSAC 과정을 통해 최

종적으로 추출된 정합쌍에 최소제곱법을 적용하여 어핀 변환식을 추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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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정확도 평가 방법

RMSE는 평균 제곱근 오차로, 기준영상의 좌표와 목적영상의 좌표

차의 평균값에 제곱근으로 정의된다. RMSE는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의 정확도를 정략적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많은 연구

에서 사용되고 있다(Han and Byun, 2015; Merkle et al., 2015;

Reinartz et al., 2011). RMSE는 식 (3-11)과 같이 표현된다.

 






 



  



 (3-11)

여기서,  는 정합된 목적영상의 좌표이며, 
는 기준영상

의 좌표를 나타내며, n은 총 검사점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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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의 적용 및 평가

실험지역 1 실험지역 2

KOMPSAT-2 Cosmo-SkyMed KOMPSAT-2 Cosmo-SkyMed
실험지역 3 실험지역 4

KOMPSAT-2 TerraSAR-X KOMPSAT-2 TerraSAR-X

[그림 4-1] 전처리 과정 후 광학영상과 SAR영상의 실험지역

4.1 실험지역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광학 및 SAR영상 간 정합을 수행하기 위

해서 대전 지역 일대를 실험 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실험 지역은 도심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영상으로는 광학

영상인 KOMPSAT-2 흑백영상과 SAR영상인 Cosmo-SkyMed와

TerraSAR-X영상이 사용되었다. 2009년 04월 12일에 촬영된

KOMPSAT-2영상은 공간해상도 1m를 지니며, 16.82의 촬영각을

가진다. 2009년 07월 23일에 촬영된 Cosmo-SkyMed영상은 공간해상

도 1m를 지니며, 평균입사각(Incidence angle) 29.23를 지닌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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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 25일 촬영된 TerraSAR-X영상은 공간해상도 1m를 지니며,

평균입사각(Incidence angle) 39.17를 지닌다. 실험에 사용된 고해상

도 광학영상과 SAR영상에 대한 제원은 [표 4-1]과 같다.

제원 KOMPSAT-2 Cosmo-SkyMed TerraSAR-X

공간해상도 1m 1m 1m

분광해상도

(bit)
10 16 16

촬영각

(광학영상)
16.82 × ×

평균입사각

(SAR영상)
× 29.23 39.17

촬영 날짜 2009.04.12 2009.07.23 2009.08.25

[표 4-1] 실험에 사용된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 제원

실험대상지역은 대전 일대의 총 네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지

역은 600×600 화소의 크기로 광학영상과 SAR영상의 중복되는 영역

으로 구성하였다([그림 4-1]). 첫 번째와 두 번째 실험지역은

KOMPSAT-2영상과 Cosmo-SkyMed영상으로 구성하였으며, 세 번째

와 네 번째 실험지역은 KOMPSAT-2영상과 TerraSAR-X영상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역에서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

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도심지역에 존재할 수 있

는 다양한 장소를 실험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하여, 실험지역으로는 인

공구조물이 적게 분포하는 지역, 다양한 토지 피복이 존재하는 지역,

원, 네모와 같은 뚜렷한 형상이 존재하는 지역, 인공구조물이 밀집된

지역을 선정하였다. 실험지역 1은 인공구조물이 적게 분포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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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체로 평평한 지역으로 농경지와 낮은 건물로 구성된 지역이

다. 실험지역 2는 다양한 토지 피복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원 형상이

뚜렷한 하수처리시설과 도로, 식생 등으로 구성된다. 실험지역 3은 네

모 형상이 뚜렷한 지역으로, 상수도처리시설과 산림지역으로 구성된

다. 실험지역 4는 인공구조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높은 건물과 낮은

건물이 혼재되어 구성된다.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존재하는 기하 및 분광 차이를 최소화시

키기 위해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였다. 모든 실험영상을 WGS84 타원

체의 UTM 52N 좌표계로 통일 시켰으며, 공간해상도를 1m로 일치시

켰다. 또한, 분광 차이를 줄이기 위해 SAR영상의 분광값에 로그를

취해 데시벨 단위로 변환 후, 스페클잡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5×5

크기의 enhanced Lee 필터를 적용하였다. 3×3 enhanced Lee 필터를

이용할 경우, 스페클잡음의 영향이 미미하게 감소하고, 7×7 enhanced

Lee 필터를 이용할 경우, 스페클잡음의 영향이 크게 감소하나 공간해

상도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5×5 크기의 enhanced Lee 필

터를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두 영상 간 분광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

해, 2% 선형 스트래칭 후 8비트영상으로 변환시켰다. 전처리 과정을

적용하여 두 영상 간 차이를 최소화시켰음에도, 기하 및 분광 정보

차이가 존재함을 [그림 4-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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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징점 추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 SIFT 기법은 SAR영상에 적용시 스페클잡음

을 특징점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SAR영상에 적합하도록 개선된

SAR-SIFT 기법을 통해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특징점을 추출하였

다. 본 장에서는 두 기법을 통해 두 영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하여,

SAR-SIFT 기법이 SIFT 기법에 비해 광학영상과 SAR영상에서의

특징점 추출에 적합함을 비교평가하고자 하였다.

4.2.1 SIFT 기법을 통한 특징점 추출 결과

[그림 4-2]는 네 실험지역에 대해 SIFT 기법을 통해 광학영상과

SAR영상에서 특징점을 추출한 결과이다. 네 실험지역에 대해 광학영

상에서는 특징점이 각각 3,543개, 3,814개, 4,318개, 4,049개 추출되었

으며, SAR영상에서는 6,408개, 7,004개, 7,583개, 6,858개 추출되었다.

모든 실험지역에 대해 SAR영상에서 광학영상에 비해 특징점이 평균

3,032개 많이 추출되었다. 이는 SAR영상에서 스페클잡음이 특징점으

로 오추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림 4-2]의 SAR영상에서 과도하게

많은 특징점이 추출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특징점이 오추출될 시 두 영상 간 공통된 특징 요소가 추

출되어도, 오정합쌍이 다수 추출될 수 있다. 또한, 제안 기법을 적용

하는데 계산량 또한 급증하는 단점을 유발한다. 따라서, SIFT 기법을

통해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특징점을 추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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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역 1(광학영상: 3,543개, SAR영상: 6,408개)

실험지역 2(광학영상: 3,814개, SAR영상: 7,004개)

실험지역 3(광학영상: 4,318개, SAR영상: 7,583개)

실험지역 4(광학영상: 4,049개, SAR영상: 6,858개)

[그림 4-2] SIFT 기법을 통한 특징점 추출 결과

(왼쪽: 광학영상, 오른쪽: SAR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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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SAR-SIFT 기법을 통한 특징점 추출 결과

[그림 4-3]은 SAR-SIFT 기법을 통해 네 실험지역에서 특징점이

추출된 결과를 보여준다. 총 네 실험지역에 대해 광학영상에서는 각

각 2,046개, 2,172개, 2,364개, 2,867개 추출되었으며, SAR영상에서는

2,202개, 2,633개, 3,522개, 3,280개 추출되었다. 모든 실험지역에 대해

광학영상과 SAR영상 모두에서 SIFT 기법에 비해 특징점 수가 적게

추출되었으며,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특징점 수 차이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각 실험지역에 대해서는 광학영상 중 실험지역 4에서 특징점이 최

대로 추출되었다([그림 4-3]). 실험지역 4는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다양한 인공구조물이 존재하여 특징점이 가장 많이 추출된 것으로 판

단된다. 실험지역 1에서는 가장 적은 수의 특징점이 추출되었다. 이

는, 인공구조물이 다른 실험지역에 비해 적게 분포하여, 특징점이 적

게 추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SAR영상에서는 실험지역 3에서 가장 많은 특징점이 추출되었다.

이는 실험지역 3에서 광학영상과의 기하학적 위치 차이로 인해 영상

의 왼쪽 부분에 산림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림지역의 물

방울(blob) 모양 지역들이 특징점으로 다수 추출되어, 다른 실험지역

에 비해 많은 수의 특징점이 추출된 것으로 보인다. 광학영상에서와

동일하게 실험지역 1에서 특징점이 가장 적게 추출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이유와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실험지역에서 광학영상과 SAR영상에서 대체로 인공구조물

혹은 물방울(blob) 모양의 점들이 특징점으로 추출되었다([그림 4-3]).

또한, 모든 실험지역에 대해 두 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 분포가 유사

하다([그림 4-3]). 이를 통해, SAR영상에 존재하는 스페클잡음의 영

향을 줄여 SAR-SIFT 기법이 분광 특성이 다른 광학영상과 SAR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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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공통된 특징점을 추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특징점 분포가 인공구조물의 모서리에 밀집되어 추출되는

한계점을 보이며, 이를 통해 인공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영상에서는

SAR-SIFT 기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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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역 1(광학영상: 2,046개, SAR영상: 2,202개)

실험지역 2(광학영상: 2,172개, SAR영상: 2,633개)

실험지역 3(광학영상: 2,364개, SAR영상: 3,522개)

실험지역 4(광학영상: 2,867개, SAR영상: 3,280개)

[그림 4-3] SAR-SIFT 기법을 통한 특징점 추출 결과

(왼쪽: 광학영상, 오른쪽: SAR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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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합쌍 추출 결과

광학영상과 SAR영상은 영상 간 분광 비선형성을 이루기 때문에

분광 정보의 유사도를 통해 정합쌍을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출된 특징점에서 강도기반 정합기법인 DLSS

기법을 이용하여 정합쌍을 추출하였다. 제안 기법의 적합성을 평가하

기 위해, 분광 정보의 유사도를 이용하는 기존 기법인 SIFT 기법과

SAR-SIFT 기법을 이용하여 정합쌍 추출결과를 비교평가하였다.

4.3.1 기존 기법을 통한 정합쌍 추출 결과

SIFT 기법과 SAR-SIFT 기법은 분광 정보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정합쌍을 추출하는 기법으로 제안 기법에 비해 오정합쌍을 추출할 것

으로 예측된다. [그림 4-4]은 SIFT 기법을 통해 총 네 실험지역에서

정합쌍을 추출한 결과이며, [그림 4-5]은 SAR-SIFT 기법을 적용하

여 총 네 실험지역에 정합쌍 추출 결과를 보여준다.

SIFT 기법을 통해서는 네 실험지역에 대해 각각 4, 3, 4, 5쌍의 정

합쌍이 추출되었다([그림 4-4]). 실험지역 1, 2, 3에서는 추출된 정합

쌍 모두 오정합쌍으로 구성되었으며, 실험지역 4에서는 5쌍 중 2쌍의

참정합쌍과 3쌍의 오정합쌍으로 구성되었다. SAR-SIFT 기법을 통해

서는 네 실험지역에 대해 각각 4, 4, 3, 6쌍의 정합쌍이 추출되었다.

실험지역 1에서는 정합쌍이 4쌍 추출되었으며, 2쌍의 참정합쌍과 2쌍

의 오정합쌍으로 구성되었다. 참정합쌍 2쌍은 밀집되어 정합쌍이 추

출되어 식별이 어려워 [그림 4-5]에 파란색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초

록색 네모 부분을 확대하여 [그림 4-6]에 표현하였다. 실험지역 2에서

는 4쌍 모두 오정합쌍으로 구성되며, 식별이 어려운 정합쌍은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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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표현하였으며([그림 4-5]), 초록색 네모 부분을 확대하여 [그

림 4-6]에 표현하였다. 실험지역 3에서는 정합쌍 모두 오정합쌍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지역 4에서는 6쌍의 정합쌍 중 3쌍의 참정합쌍과 3

쌍의 오정합쌍으로 구성되었으나, 3쌍의 참정합쌍이 밀집되어 추출되

었다. 밀집되어 추출된 정합쌍은 [그림 4-5]에서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구분하여 표현하였으나, 구분이 어려워 [그림 4-6]에 확대하여 표현하

였다.

이를 통해, 기존 SIFT 기법과 SAR-SIFT 기법을 광학영상과 SAR

영상 간 정합쌍 추출에 적용시 소수의 정합쌍이 추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출된 소수의 정합쌍 중 참정합쌍이 드물게 추출됨을

확인하였다. 어핀 변환을 위해서는 최소 정합쌍 3쌍이 필요하다. 실험

결과를 통해 추출된 정합쌍 수가 모두 3쌍 이상 추출되었으나, 참정

합쌍의 수가 3쌍 이상 추출된 실험 결과는 오직 하나만 존재하였다.

그 결과 또한 밀집된 분포로 참정합쌍이 추출되었고, 나머지 정합쌍

은 오정합쌍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기존 SIFT 기법과 SAR-SIFT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쌍으로 어핀 변환을 구성하여 정합을 수행하

였을 때, 큰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합 정확도 또한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 기법인 SIFT 기법과 SAR-SIFT 기법들

은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에 적용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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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역 1

실험지역 2

실험지역 3

실험지역 4

[그림 4-4] SIFT 기법을 통한 정합쌍 추출 결과

(왼쪽: 광학영상, 오른쪽: SAR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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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역 1

실험지역 2

실험지역 3

실험지역 4

[그림 4-5] SAR-SIFT기법을 통한 정합쌍 추출 결과

(왼쪽: 광학영상, 오른쪽: SAR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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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역 1 실험지역 2 실험지역 4

[그림 4-6] SAR-SIFT기법을 통한 정합쌍 추출 결과 확대 영상

4.3.2 제안 기법을 통한 정합쌍 추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합쌍을 추출하기 위해, 추출된 특징점에서 분광

비선형성에 강인한 DLSS 기법을 사용하여 정합쌍을 추출하였다. 정

합쌍을 추출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임계치를 이용한 전처리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정합쌍을

이루는 특징점 간 변위량을 이용한 후보 정합쌍 추출 단계이다. 마지

막으로 셋 번째 단계는 RANSAC 기법을 통한 정밀 정합쌍 추출 단

계이다. 본 과정을 통해 추출된 정합쌍 수는 [표 4-2]에 표현되었다.

광학영상과 SAR영상에서 추출된 정합쌍 결과는 [그림 4-7], [그림

4-8], [그림 4-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전처리 단계를 통해 추출된 정합쌍에서 모든 실험

지역에 대해 다수의 오정합쌍이 추출되었음을 [그림 4-7]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총 네 실험지역에 대해 추출된 정합쌍 수는 각각 707,

762, 322, 801 개로 추출되었다([표 4-2]). 실험지역 3을 제외하고 나

머지 지역에서는 정합쌍 수가 비슷하게 추출되었다. 실험지역 3에서

는 산림지역이 많이 존재하여 신뢰도가 낮은 정합쌍이 추출되어 전처

리 단계에서 오정합쌍이 다수 제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단계인 후보 정합쌍 추출 단계를 통해 전처리 단계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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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다수의 오정합쌍이 제거되었음을 [그림 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네 실험지역에 대해 추출된 정합쌍 수는 각각 341, 290, 173,

376 개로 추출되었다([표 4-2]).

마지막 단계로, 정밀 정합쌍 추출 단계를 통해 최종 정합쌍 수가

각 실험지역에서 32, 50, 62, 39쌍 추출되었으며, [그림 4-9]를 통해

정밀한 정합쌍이 추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정합쌍 수가 가장 적은 실험지역 3에서 62쌍으로 가장 많은

정합쌍이 추출되었다. 실험지역 3의 영상에서 광학영상과 SAR영상에

서 다른 지역에 비해 왜곡된 지역이 비교적 적어, 정합쌍이 다수 추

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결과를 통해, 영상 간 분광 비선형성을 이룰 때도 제안기법

을 통해 정합쌍이 다수 추출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DLSS 기법

은 탐색 범위를 ±10이상 설정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탐색 범위를 최대 ±200까지 실험하여 성공적으로 정

합쌍을 추출하였다. 그러나, 특징점이 인공구조물 모서리 부분에서 밀

집되어 추출됨으로, 정합쌍의 분포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정합쌍 수 전처리 단계 후보 정합쌍 정밀 정합쌍

실험지역 1 707 341 32

실험지역 2 762 290 50

실험지역 3 322 173 62

실험지역 4 801 376 39

[표 4-2] 제안 기법을 통한 추출된 정합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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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역 1

실험지역 2

실험지역 3

실험지역 4

[그림 4-7] 전처리 단계를 통한 정합쌍 추출 결과

(왼쪽: 광학영상, 오른쪽: SAR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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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역 1

실험지역 2

실험지역 3

실험지역 4

[그림 4-8] 후보 정합쌍 추출 결과

(왼쪽: 광학영상, 오른쪽: SAR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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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역 1

실험지역 2

실험지역 3

실험지역 4

[그림 4-9] 정밀 정합쌍 추출 결과

(왼쪽: 광학영상, 오른쪽: SAR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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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정합 결과 및 평가

(+방향)

정합 전 정합 후

실험지역 1

(Cosmo-SkyMed)

실험지역 2

(Cosmo-SkyMed)

실험지역 3

(TerraSAR-X)

실험지역 4

(TerraSAR-X)

[그림 4-10] 정합 전/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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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량(m)


(+방향: E)



(+방향: S)

실험지역 1 102.69 -19.06

실험지역 2 98.79 -8.68

실험지역 3 -173.63 -18.43

실험지역 4 -85.07 -4.14

[표 4-3] 정합시 이동 변위량

제안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쌍을 이용하여 어핀 변환을 SAR영

상에 적용하여 정합한 결과를 정합 전과 비교하여 [그림 4-10]에 표

현하였다. 총 네 실험지역에 대한 (, ) 방향으로의 변위량을 [표

4-3]에 표현하였다. 실험지역 1과 2는 KOMPSAT-2영상과

Cosmo-SkyMed영상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실험지역 1은 방향으로

102.69m, 방향으로 -19.06m 이동하였으며, 실험지역 2는 방향으로

98.79m, 방향으로 -8.68m 이동하였다. 실험지역 3과 4는

KOMPSAT-2영상과 TerraSAR-X영상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실험지

역 3은 방향으로 -173.63m, 방향으로 -18.43m 이동하였으며, 실험

지역 2는 방향으로 -85.07m, 방향으로 -4.14m 이동하였다. 네 실

험지역 변위량 중 방향으로 최대 –173.63m 이동하였으며, 방향으

로 최대 –19.06m 이동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 기법이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기하학적 위치 차이가 크게 존재할 경우에도 적용 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 기법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및 정

량적으로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시각적 평가 방법으로는 모자이크 영

상을 생성하여 평가하였다. 모자이크 영상은 광학영상은 빨간색 격자

로, 정합된 SAR영상은 회색 격자로 반복적으로 표현하였다([그림

4-11]). 두 영상의 격자 간 경계에서 객체의 선형성을 통해 정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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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각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4-12]는 모자이크 영상을 확대한 영

상으로, 이를 통해 도로지역과 같은 선형 특징이나 객체 특징이 자연

스럽게 표현되며, 객체의 형상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 제안 기법에서는 RMSE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MSE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점(check point)을 두 가지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수동으로 검사점을 10쌍

찍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 시각적 판독을 통한 검사점은 관점에 따

라 약 10m의 위치 오차를 유발할 수 있어(Suri et al., 2010), 본 연구

에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교차검증법을 통하여 RMSE를 측정하였다. 이

방법은 제안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쌍 중 임의의 70% 정합쌍을 이용

하여 변환 모델을 구성하고, 나머지 30% 정합쌍에 변환 모델을 적용하

여 총 10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 평균값 RMSE를 적용하였다(한유경,

2013). 편의를 위해 수동 검사점을 통해 산출된 RMSE와 교차검증을

통해 산출된 RMSE를 각각 RMSE Ⅰ, Ⅱ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RMSE Ⅰ, Ⅱ는 [표 4-4]에 나와있다.

수동으로 추출한 검사점을 통해 측정된 RMSE Ⅰ은 네 실험지역

에서 1.51m에서 2.04m로 도출되었으며, 교차검증으로 산출된 RMSE

Ⅱ는 1.34m에서 1.69m로 도출되었다. 두 RMSE Ⅰ, Ⅱ가 실험지역 3

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실험지역 4에서 가장 낮은 정확

도를 보였다.

실험지역 3은 상수도 시설과 산림지역으로 구성된 실험지역으로,

정합쌍이 62쌍 추출되어 정밀한 정합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형상 왜곡이 영상에서 존재하지 않아 다른 실험지역에 비해 정밀

한 정합쌍이 추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다른 실험지역에 비

해 우수한 정합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실험지역 2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정확도 값이 도출되었다. 실험지

역 2가 하수처리 시설장으로, 다수의 원형 객체가 존재하여 50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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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정합쌍이 추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정합 정확도 또

한 높게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실험지역 1은 세 번째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실험지역 1은 연구

단지 주변으로 낮은 건물과 농경지로 구성된 지역으로, 인공구조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게 분포하여, 32개의 정합쌍으로 가장 적은 수의

정합쌍이 추출되었다. 이로 인해, 실험지역 2, 3에 비해 낮은 정합 정

확도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지역 4는 네 실험지역 중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실험지

역 4는 건물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높이가 높고 낮은 건물이 혼

재된 지역이다.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영상 왜곡이 발생하고, 정

합쌍을 추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안 기법을 통해서도 정합쌍이 실

험지역 2, 3에 비해 적게 추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지역 1에 비해

많은 정합쌍이 추출되었으나, 정합의 정확도가 실험지역 1 보다 낮게

도출되었다. 이는 추출된 정합쌍의 정밀도가 실험지역 1에 비해 낮다

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본 실험결과를 통해 건물이 밀집된 도심지역과 다양한 토지피복이

존재하는 도심지역에서 1m급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을 시각적 및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RMSE가 1.5m에서 5m로 도출되었다

(Han and Byun, 2015; Merkle et al., 2015; Reinartz et al., 2011). 이

와 비교하였을 때, 제안 기법의 결과가 유의미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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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역 1 실험지역 2

실험지역 3 실험지역 4

[그림 4-11] 모자이크 영상

(빨강: 광학영상, 흑백: SAR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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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지역 1 실험지역 2

실험지역 3 실험지역 4

[그림 4-12] 확대된 모자이크 영상

(빨강: 광학영상, 흑백: SAR영상)

RMSE Ⅰ (m) RMSE Ⅱ (m)

실험지역 1 1.90 1.43

실험지역 2 1.89 1.39

실험지역 3 1.51 1.34

실험지역 4 2.04 1.69

[표 4-4] 검사점을 통한 RMSE Ⅰ,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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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최근 고해상도 다중센서 위성영상들이 상용화되어, 위성영상 간 융

합 분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중센서 위성영상 중

광학영상과 SAR영상은 동시에 활용할 경우 지표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다양한 원격탐사 분야에 폭넓게 적용이 가능

하다. 이를 위해서는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 연구는 필수적이

다. 대표적인 정합기법인 SIFT 기법은 SAR영상에 존재하는 스페클

잡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며, 영상 간 분광 특성이 다른 경우 적

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여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SIFT 기법을 SAR영상에

적합하도록 개선한 SAR-SIFT 기법과 분광 비선형성에 강인한

DLSS 기법을 결합하여, 도심지역에 대하여 1m급 고해상도 광학영상

과 SAR영상 간 정합기법을 제안하였다.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을 위해서, 특징기반 정합기법인

SAR-SIFT 기법을 이용하여 다수의 공통된 특징점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특징점에서 강도기반 정합기법인 DLSS 기법을 이용하여 다

수의 정합쌍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정합쌍에는 다수의 오정합쌍이 포

함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임계치, 특징점 간 변위량 및 RANSAC 기

법을 적용하여 오정합쌍을 제거한 정밀 정합쌍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정밀 정합쌍에 최소제곱법을 적용하여 정합을 위한 어핀 변환식을 추

정하였고, 최종적으로 광학영상에 정합된 SAR영상을 생성하였다.

고해상도 광학영상인 KOMPSAT-2영상과 고해상도 SAR영상인

TerraSAR-X, Cosmo-SkyMed영상을 사용하였으며, 도심지역 영상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합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 정

합기법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합쌍 추출 결과 비교를

위해서는 광학 및 SAR 영상 정합에 주로 적용되었던 SIFT 기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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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SIFT 기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각적 및 정량적 정확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제안기법은 기존 기법과 다르게 분광 비선형성을 이루는 광학영상

과 SAR영상에서 모든 실험지역에 대하여 정합쌍을 다수 추출하였다.

또한, 모자이크 영상에서 도로와 같은 선형 객체의 연결성과 객체 형

상이 유지됨을 통해 정합이 우수하게 수행되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정량적으로는 RMSE가 1.34m에서 2.06m로 우수한

결과값으로 도출되었다. 총 네 실험지역 중 건물밀집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정확도로 도출되었으나, 수동 검사점을 통한 RMSE Ⅰ은 2.04m

와 교차검증을 통한 RMSE Ⅱ는 1.69m로 정합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결과 값과 비교하였을 때, 우수한 정확도임을 확

인할 수 있다. 기존 특징기반 및 강도기반 결합기법은 원 형상이 존

재하는 특정 지역이나 건물밀집지역이 제외된 지역 등 제한된 지역에

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안 기법은 기존 결합기법의 단점을 개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 기법이 도심지역에 대한 1m급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에 효과적인 기법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제안 기법이 도심지역에 대해서 고해상도 광학

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들은 변

위량이 큰 경우에 정합 정확도가 다소 낮게 나왔으나, 제안 기법은

두 영상 간 변위량이 큰 경우에도 정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따

라서,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영상의 융합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

정으로 제안 기법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제안

기법이 재난재해 모니터링, 객체 추출, 변화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전처리 과정으로 활용되어, 본 연구가 융합 분석 연구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로서 광학영상과 SAR영상에서 인공구조물 이외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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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특징점이 추출할 수 있는 기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시 된다. 또

한, 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융합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 적용하

여 융합 분석에 대한 제안 기법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추후에 제안 기법을 광학영상과 SAR영상 외 다중센서 위성

영상 간 정합에도 적용하여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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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mage Registration

between High Resolution

Optical and SAR Images Using

SAR-SIFT and D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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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satellite sensor technology,

research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on the fusion analysis of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as the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equipped with various sensors are launched. Among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optical and SAR images can provide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surface of the earth due to different

wavelengths to be handled. Furthermore, optical and SAR images can

be applied to various remote sensing fields, such as object extraction,

change detection, and disaster monitoring. The first step in

integration analysis is image registration between optical and SAR

images. However, registration of optical and SAR images can be

challenging due to geometric and radiometric differences among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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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 These differences are highlighted in high-resolution images

rather than mid- and low-resolution images. Therefore, we proposed

an effective method for image registration between high-resolution

optical images and SAR images over urban areas.

Image registration methods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feature- and intensity-based registration methods. Although

Intensity-based registration methods are effective for matching

images with different radiometric characteristics, the methods are

applicable only when there is no image distortion or little geometric

position difference. High-resolution optical and SAR images have local

distortion, and geometric position differences of more than several

tens of meters can occur between these images. Therefore,

feature-based registration methods are more focused than

intensity-based registration methods in high resolution optical image

and SAR image registration researches. However, feature-based

registration methods have a poor performance by extracting a large

number of mismatched pairs from optical and SAR images having

different radiometric characteristics. Although registration methods

combining feature- and intensity-based registration methods have

been proposed to improve the poor performance, the methods have a

limitation in that it can only be applied to the restricted areas such

as the area where a circle shape exists in urban areas or where

dense building areas is eliminated in urban areas. To improve this,

we proposed a method that combined SAR-SIFT method, which is

one of feature-based registration methods, and DLSS method, which

is one of intensity-based registration methods. In addition, in order to

extract the matching pairs, three steps, which consist of

preprocessing step, candidate matching pair extracting step, and

accurate matching pair extracting step, are added.



- 69 -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image registration method combining

SAR-SIFT, which is one of feature-based matching methods, and

DLSS, which is one of intensity-based matching methods, for

matching between high-resolution optical images and SAR images.

Feature points are extracted using SAR-SIFT method, and matching

pairs are extracted from the extracted feature points using DLSS

method.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a large number of outliers

are included in the extracted matching pairs.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a method of extracting candidate matching pairs method

using the threshold and feature point displacements in extracted

matching pairs, and apply RANSAC method to candidate matching

pairs to extract accurate matching pairs. Finally, an affine

transformation was estimated using the accurate matching pairs

extracted, and the SAR image matched to the optical image was

generated by applying the affine transformation.

To assess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method, we used

KOMPSAT-2, which is a high-resolution optical image, and

TerraSAR-X and Cosmo-SkyMed images, which are high resolution

SAR images. To evaluate visually and quantitatively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method, a mosaic image is used to evaluate visually and

showed that matching is performed well by keeping the shape of the

object at the boundary between two images. For the quantitative

evaluation, we used RMSE Ⅰ through the passive checkpoint and

RMSE Ⅱ through the cross-validation. For all test sites, RMSE Ⅰ

is from 1.51m to 2.04m and RMSE Ⅱ is from 1.34m to 1.69m

accuracy, respectively. The results were confirmed to be a reliable

accuracy when compared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It was

identified that the proposed method is effective for matching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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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resolution optical images and SAR images and will be used as

an effective registration method for fusion analysis between these

images.

keywords :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ry, optical image,

SAR image, image registration, DLSS, SAR-S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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