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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rrection of shadow effects in hi밟1 resolution satellit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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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 관찰되는 그림자에 관심을 갖고 이를 보정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도

록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그림자 효과를 받은 화소들과 그렇지 않은 화소들의 군집을 표본으로 사용하여
그림자효과를보정하는접근방법을제시한다.표본은고해상도위성영상을구성하는화소들중그림자에속하는화소와그
렇지 않은 화소들을 대상으로 생성된다. 그림자 효과 보정은 그림자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 수준별 보정 모델을 통해 구현된
다. 그림자 효과가 발생한 IKONOS 영상에 보정 모델을 적용하여 이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표본 생성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

하기 위해 영역확장법 (region growing)과 수동 디지타이정 (manual digitizing) 방법을 비교하였다 수동 디지타이정 방법이
표본의 구성화소간 분산이 높게 나타나는 데 비해， 영역확장법은 공간적 상관도(spatial connectivity)가 상대적으로 높은 화

소들로 표본을 생성하여 본 연구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자 효과 보정 모델의 세 가지 보정 수준은 (1) 그림자
효과를 받지 않은 화소값 범위와 중첩되지 않은 범위와 (2) 중첩된 범위 중 그림자 효과를 받은 화소값의 분포가 더 높은 범
위 , (3) 중첩 되고 그 분포 또한 더 낮은 범위가 된다. 이들은 각기 상이한 수준으로 보정 모텔에 적용된다. 도로상에 그림자가
발생한 IKONOS 영상을 대상으로 본 보정 모델의 유효성을 평가해보았다. 표본을 생성하고 보정 모텔에 적용 후， 보정 결과
를 수치지도와 중첩함으로 그림자 효과가 완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 발생하는 그림자 효과

를 보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표본을 통한 접근을 제시한다.
주요어 : 고해상도 위성영상， 그림자효과， 표본， 보정 모텔， 영역확장， IKONOS ， 세그멘테이션， 공간정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spatial information with enhanced precision, focusing on the
correction of shadow effects in the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s. For this aim, this study proposes the method
using samples. Samples are clusters of pixels; one cluster is composed of shadowed pixels and the other is
composed of shadow-free pixels. Each cluster is used as samples to correct shadow effects. Correction of
shadow effects is embodied in the correction model with three ranges. The correction model applies to

때

IKONOS image and using the derived output image , the correction model can be validated. For sample
generation, the optimal method is decided after making a comparison between the region growing metho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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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ual digitizing method. The manual digitizing method makes it difficult to remove pixels affecting the
variance of a sample, while the region growing method provides samples comprised of pixels with relatively
high spatial connectivity. According to this result, the region growing method is more proper than the manual
digitizing method. There are three levels in the shadow effects correction. (1)

까le

range that does not overlap

with shadow-free pixels , thus being purely shadowed pixels. (2) The range that overlaps shadow-free pixels
with higher percentage , and the last is (3) The range that overlaps shadow-free pixels with lower percentage.
With the aim of evaluating the validity of the correction model , this study makes an IKONOS image as an
application object. The digital map is overlaid on the corrected image and the uncorrected image. The two
obtained images overlaid the digital map are compared and the correction model can be evaluated. From this
study , the approach on the using samples can be proposed as one way to reduce the shadow effects in the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s.
Key words: high resolution satellíte images , shadow effects , correction model , samples , region growing ,
IKONOS , segmentation, spatial information

1.

소로 인식한다. 그림자를 인식한 화소는 그림자의

서 론

영향을 받아 본래 화소값을 왜곡시킨다. 이 런 그림
자 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지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넓은지역의 정보를동시에 수집할수 있는위성

역의 고도자료21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도시

영상은 지상관측 뿐 아니라 지도제작 등의 정보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의 변이가 큰 도시지

집 및 데이터구축에 높은 활용성을 지난다. 우리나

역의 고도자료는 조밀한 간격으로 수집되어야 활

라의 전 국토를 촬영하는 Kompsat-EOC'I 위성영

용될 수 있으므로， 자료가 적합지 못한 경우에는

상은 기본적으로 토지피복도 제작에 사용되며 수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

치고도모델구축과 3차원 입체지도생성에도활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도자료없이 고해상도

된다. 기술의 발달로 위성영상의 해상도가 향상되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사용하여 그림

어 현재는 1m의 지상 물체까지도 인식할 수 있는

자 효과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상용화되었다. 고해상도 위

방법으로， 그림자 효과를 받은 화소들과 그렇지 않

성영상의 높은 해상도로 지상의 많은 정보를 획득

은 화소들의 군집을 표본으로 생성하고 보정대상

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정보의

을 파악하여 그림자 효과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

양도증가하였다.

한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그림자를 하나 이상의 화

1) 1999년 발사되어 현재 운용 중에 있는 Kompsat-EOC는 아리랑 위성 1 호에 탑재되어 해상도 6.6m의 단밴드 전정색 영상
(0. 51 -0.73Ilm)을 제공하고 있다.
2) 고도는 altitude가 아닌 height의 개념이다. 고당}료는 도로의 경우 않을 가지며 고층건물의 경우 건물의 높이값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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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지역은 서울 북부 은평구 일대로 4차선의

2) 연구방법과 연구지역
그림자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표본영

‘연서로’ 와 2차선의 ‘연서초교길’ 을 대상으로 하

상을 사용한다. 표본영상은 전체 영상에서 추출된

였다.2001년 3월 18일 촬영된 고해상도 위성영상

화소들로 구성되며 영 역확장(region growing)법과

IKONOS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1번 밴드을

수동 디지타이징법 중 최적법을 통해 생성된다. 생

대상으로보정 모델을구축하였다.

성된 표본의 화소값 분포범위를 분석하여 보정에
필요한 입력변수와 보정수준을 결정한다. SR과

2.

SFR3l 표본의 각 화소값에 따라 SR 표본은 세 가지
범위((1)순수한 SR , ~SR > SFR , @SR < SFR)로 나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의 그림
자효과

뀐다.(1)은 SFR의 화소값과 중첩되지 않는 SR 화소
값 범위이고， 다른 두 범위는 SR과 SFR의 화소값이

위성영상은 스캐너 시스템으로 수집된 공간정보

중첩되는 범위이다. 단，~는 구성화소의 비율이

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위성영상의 센서 스캐

서론

J;}7
본론
그림자 효과에 대한
개녕펴 보정방법 서술

표본율 통한
그링자효파 보정법 소개

동강7

〈그림 -1)

연구 흐름도

〈그림-2)

연구자료

IKONOS

영상

S돼보다 SR이 더 큰 범위이며 @은 SFR이 SR보다

닝은 그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넓은

더큰범위이다.

촬영대상지역을한번에훌으며밀고나가듯정보

3) SR(Shadowed Road)은 그림자 효과가 나타난 도로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림자 효과를 받은 화소의 표본 생성시， 추출대상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SFR(Shadow-Free Road)은 그림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도로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림자 효과를 받
지 않은화소의 표본생성시，추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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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공위성 센서에 의한 건물 왜곡과 태양에 의한 건물 그림자 개념도 (조”
〈그림 -4) <그림 ~3)의 A지역을 확대한 개념도(우)

를수집한다는기본원리는동일하다. 이러한까닭

된다. 그림자의 영역 추출을 위해， 그림자를 만들

에 위성영상은 원칙적으로 촬영 지역의 전(全) 영

어낸 사상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도자

역에 대한 정사영상(正射影像)을 얻는 것이 어렵

료와 영상 촬영시각의 태양고도각 간의 관계를 이

다. 또한 촬영시각에 따라 도시의 경우 건물주변에

용하여 그림자의 영역을 추출할 수도 있다. 이 외

그림자가 발생하여 화소들은 왜곡된 값을 갖게 된

에도 그림자 효과를 받은 화소들의 특성을 고려한

다. 이런 현상은 화소를 분류할 때 혼란을 주는

영 역확장(regìon groWing)법 이나 영상분류(ìmage

하나의 원인이 되어 정확한 공간정보의 획득을

classìfìc따ìon)법도 효과적 이다.
영역확장법은 사용자가:결정한 씨앗화소(seed

방해한다.

pixel)를 중심으로 군집 여부를 결정하는 분광거 리

1) 그림자 효과 보정 방법

(spectral dìst~mce)를 통해 유사한 화소들의 세그

그림자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그림자가 발생한

멘테 이션 (segment<;ttion)을 생성하는 방법 이다 4)

영역과 그림자 효과를 보정할맴역을 파악해야 한

영역확장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씨앗

다. 보정대상으로 파악된 화소는 그림자효과를 받

화소와 분광거리 변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분

지 않은 화소와의 비교를 거쳐 츄치변환으로 보정

광거리는 씨앗화소를 중섬으로 동질하다고 판단

4) 분광거리 변수는 유클리디안 분광거리 (Euclidean Spectral Distance)에 기반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인접하는 두 화소간의 유사성
측정을 통해 화소간의 군집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Erdas ， 1994, Erdas Field Guide version 8.1, 3rd ed. , At1antaJ.
5) 여기서 공간적 연결성이라는 것은 지표상에서 서로 유사한 특성을 지닌 사상들을 연결하는 물리적 영역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Schowengerdt, 1997, Remote sensing, models and methods for image processing, 2nd ed. , Academic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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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영역 즉， 통일한 세그멘테이션의 구성에 기준

하고，각군집들이 어떠한화소들로구성되어 있는

이 되는 값이다. 개별적인 각 화소는 그들간의 공

가를 살펴 군집의 이름을 규정하는 방법 이다. 영상

간적 연결성 (spatial connectivity) >)을 고려하여 하

분류 방법을 그림자 영역 추출의 목적으로 사용하

나의 세그멘테이션으로 묶이거나 개별적인 세그

는 경우에는， 그림자 영 역에 대한 훈련지 역을 선정

멘테이션으로 구별된다. 화소들 간의 공간적 연결

하고 이로부터 그림자 효과가 나타난 영역에 대한

성을 파악하기 위한 검정(檢定)의 시작이 되는 씨

일반적인 정보를 얻어 그림자 영역이라 사료되는

앗화소는 좌에서 우로， 그리고 위 에서 아래로 이동

화소들을 추출할 수 있다. 또한 무감독 분류처 럼

하며 적용되고 그 과정 중에 씨앗화소들과 인접한

화소들간의 군집결과로부터 그림자 영역을 파악

각 화소간의 유사성이 계산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할수도있다.

부터 해당화소들을하나의 동일한세그벤테이션으

그림자 효과가 나타난 영역을 추출하고 나면， 보

로 구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영역

정을 실행해야 할 대상이 명확해진다. 추출에 이은

확장법은 공간 세그멘테이션(sp때al segmentation)

두 번째 단계로， 추출된 그림자 영역이 지닌 화소

기법중대표적인것이라할수있다.

값을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영상분류는 영상을 구성하는 각 화소들을 토지

위성영상은 기본적으로 격자형의 화소로 구성되

피복 항목이나 특정한 주제에 적합한 항목으로 분

어 있으며，각화소는고유한값을지닌다.바로이

류하여 다양한 화소값들을 단순화하는 데 도움을

화소가 그림자의 영향으로 왜곡된 값을 갖는 경우，

준다. 분류 과정을 거친 영상은 토지피복도와 같은

이를 올바른 값으로 변환해주어야 한다. 이 작업은

주제도의 제작에 활용될 수 있으며， 동일 항목으로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인접 화소와의 관계에

분류된 화소들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근거하여 실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자 효과

는 영상활용과정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계

영역으로 판단되어 추출된 화소가 a 라는 분광값

중 하나이다.“ 영상분류 방법 에는 크게 감독분류

을 갖고 이 화소와 인접하여 동일한 지표사상을 표

(supervised classification) 와 무 감 독 분 류

현하되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

(unsu pervised classification)7} 있다. 감독분류는

는 화소가 껴 라는 분광값을 지닌다면

사용자의 감독하에 영상 내 각 화소들을 사전(事

화소들을

前)에 규정된 항목으로 할당한다. 이는 알려진 정

보정할수있다기

R로 변환해주는

a 를 갖는

연산을 통해 화소값을

보로부터 항목별 훈련지 역 (traning areas)을 확보

2) 기존 그림자 효과 보정 방법의 한계

하고 영상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들을 각 항목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지닌다. 무감독 분류는 각 화소들

기존 연구들의 연구 과정 중 한 부분 혹은 한 목

이 지니는 화소값에 준하여 그들간의 군집을 생성

적으로， 그림자 효과를 보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6) μl1esand and Ki efer , 2000, Remote sensing and image inteφretation ， 4th ed. , Wiley, p.532.
7) “원래 정보=실제 그림자의 영향을 받은 정보-그림자에 의한 영향(a라 가정) 즉 a값을 소거하면 원래 정보를 복구 가능하다

라
는 가정아래 화소값을 변환하여 공간정보의 왜곡을 보정하파 하였다(손홍규 외， 2003 ， “컬러항공사진에서 그림자 효과 보정에
관한 연구-도심지 역 도로를 중심으로 공통춘계학술대회논문집 , pp.383-38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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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그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보정

본 연구에서는 위 두 가지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대상의 추출 부분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화소값의

자료의 측면에서는 고도자엎 구축되지 않은 지

변환부분에서이다. 이는본 연구가제시하는 ‘추

역에서도 고도자료 없이 그림자 효과를 받은 영역

출과 변환’ 의 두 과정과 연계하여 파악될 수 있다.

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보정

먼저 보정대상의 추출 면에서 , Hsieh 동(2003) 의

의 측면에서는 일률적인 수치 변환이 아닌 그림자

연구에 의하면 최근까지도 고도자료와 영상 촬영

의 왜곡정도를고려한차별적인수치 변환으로보

시각의 태양고도각 간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이용

정대상에 속하는 화소들의 값을 변환하는 방법을

하여 그림자 효과를 받은 영역을 추출하는 접근법

제시한다.

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도자료
라는보충자료가구축되어 있지 않은지역의 고해

3. 표본을 통한 그림자 효과 보정

상도 위성영상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그림자 효과

방법

를 받은 영역의 추출이 불가능하여 보정을 실행하

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컬러항공사진

표본을 사용하여 그림자 효과를 보정하는 방법은

을 사용하였던 손홍규(2003)의 연구에서처럼 그림

표본을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표본은 그림자

자 효과를 받은 모든 영역을 수동으로 추출하는 방

효과를받은 영역과그렇지 않은 영역에서 각각생

법은보정 영역을정확하게추출할수있다는장점

성한다. 실제 보정은 보정모텔을 통해 구현되며， 보

이 있지만， 보정 영역이 산재하는 경우에는 많은

정모텔은 표본에서 얻은 특정변수와 보정수준을 참

시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

고하여 실행된다. 보정수준이란 그림자 효과 보정

있다는단점이있다.

을그림자효과의수준에따라실행한다는의미이며

화소값의 변환 변에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보

보정대상을세 범위로구분한다((그림 -7) 참고).

정대상으로 파악된 모든 화소들에 통일한 정도의

그림자 효과를 보정하는 과정은 다음의 네 가지

수치 변환을 적용하여 그림자 효과를 일률적으로

사항의 전제 하에 진행되었다.

보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Hl 이는 화소값 변환 연산

1) 그림자 효과로 인해 화소값이 왜곡되어도 왜곡

을 단순화하여 결과를 손쉽게 얻게 하지만， 통일한

이전의 화소 특성이 완전히 소실되는 것은 아니다)0)

그림자 영 역이라 하여도 그 왜독정도가 상이할 수

2) SR의 화소값은 SFR의 화소값에 그림자에 의한

있다끼는 실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한 방법

왜곡이 가해진 값으로， SR의 화소값이 SFR의 화소

이라할수있겠다.

값에 근사(近似)하도록 보정되면 그림자의 왜곡은

8) 손홍규의 연구 (2003) 에서는 가정을 통해 그림자에 의하여 왜곡된 화소값과 그림자가 없는 지역의 화소값간의 차이만큼을 그림자
의 왜곡이 발생한 화소의 값에서 소거하면 본래의 정보를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평균적인 통일값을 보정대상 화소에
대해 감(減)하였으며 , 이로부터 그림자 효과를 보정하였다.
9) 통일 건물에 의해 발생되는 통일한 그림자 영역이라 하여도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건물에 인접한 부분은 그림자의 영향을 상대적
으로 강하게 받는 부분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건물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희미하게 존재하는 부분의 경우는 그림자의 영
향을 약하게 받은 부분이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그림자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 왜콕정도가 상이 할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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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표본의 생성과 보정 모델의 생성

제거된다.

정대상 화소들에 대해 대표성을 띄는 화소의 군집

3) SR의 화소가 SFR의 평균화소값과 큰 차이를

을추출하여 생성된다 ll)

보이는 값을 가진다는 것은 그림자에 의한 왜곡이

표본 생성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함을의미하는것으로판단하며，그 역의 경우도

영 역확장(region growing)법과 수동 디지타이정

성립한다.

(manual digitizing) 법을사용하였다. 각각의 결과

그림자효과보정 후， 도로 외 영역에서 나타

를 비교하고 최적법을 선택하였다. 영역확장법은

나는 화소값의 변화는 보정결과 평가에 고려하지

사용자에 의해 사전(事前)에 결정된 씨앗화소

않는다.

(seed pixel)!i} 분광거 리 (spectral distance)를 기반

4)

으로 표본을 생성하는 방법이다. 도로상에 발생한

1) 그림자 효과 보정을 위한 표본 생성

건물의 그림자임이 분명한 화소(SR 화소)와 그림

그림자 효과를 받은 영역을 대상으로 보정대상

자가 생기지 않은 도로임이 분명한 화소 (SFR 화

표본을생성하고，그림자효과를받지 않은 영역을

소)를 현장답사와 영상판독을 통해 SR과 SFR의 표

대상으로 기준대상 표본을 생성한다. 각 표본은 보

본 생성에 필요한 씨앗화소로 각기 선정한다. 분광

10) 손홍규 외， 2003 ， “컬러항공사진에서 그림자 효과 보정에 관한 연구-도심지 역 도로를 중심으로 공동춘계학술대회논문집. 본 논
문에서 그림자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제시한 네 가지의 가정사항 중 첫 번째 가정인 “그림자 효과에 의한 화소값의 왜곡으로 본
래의 정보가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는다”를 참고하였다.
11) 본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추출(e았raction) 이란 용어는 영상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이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각 화소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각 화소들의 군집으로 형성되는 표본에 대하여는 생성 (generation) 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추출과 생성은 차이를 지닌 용어로 각기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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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표본 생성도

거리의 경우，씨앗화소의 화소값 영향하에군집을

전(全) 영상에 산재하는 보정대상 화소들의 값을

이룬 화소들로 표본이 생성되어야 하므로 분광거

기준대상 화소들의 값과 유사해지도록 보정하는

리에 따른표본의 특성을살펴 최종분광거리값을

연산을 수립한다 SR의 표본영상은 그림자 효과로

선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임의의 수치를 분광거

왜콕된 정보를 지닌 화소들의 집단이므로 왜곡되

리값으로 사용하여 생성된 표본들을 비교한 후， 씨

지 않은 SFR 표본영상의 화소 범위에 포함되도록

앗화소의 영향으로 생성된 표본들 중 최종표본을

변환되어야 한다↓ 즉， SE의 화소값을 SFR의 화소값

선택하였다. 임의로 사용한 분광거리값은 10의 간

에 최대한 유사해지도록 변환해야 승}는 것이다.

격으로 20 에서 120까지의 11단계의 값이며 이는

본 연구에서 제깨하는 i화소값 변환 과정은 세 단

SR 표본을 생성하는 경우와 SFR의 표본을 생성하

계의 상이한수준으로구성된다. 그림자효과를받

는 경우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은 영역의 화소라할지라도각각이 받은그림자효

수통 디지타이징으로 표본을 생성하는 경우는

과의 정도는 상이할 순 J있기 때문이다.SR과 SFR의

영상의 감독분류를 실행하기 위해 훈련지역을 생

각 표본영상으로무터 미루어 파악된 각 집단의 화

성하는 작업과 유사하다. 여기서 표본은 디지타이

소값 범위를 참고하여 SR에 속하되 SFR에 속하지

정을 수행하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쟁성되는

않는 화소값은 과림자의 영향으로 강하게 왜곡된

것이므로 개인차가 발생한다. 개인차의 정도를 파

화소라 판단하고， SE.에]속하지만 SFR에도 속하는

악하기 위해 10명의 실험자가생성한표본결과를

화소는 그림자의매첼 약하케 받은 것이라 판단

비교하고 이어서 영역확장법으로생성된표본과

하였다. 화소값 변환은 :SFR 표본의 평균화소값을

비교하여 보다 적합한 표본생성법을 선택하였다.

기준으로실행된다.

2) 그림자 효과 보정을 위한 화소값 변환
그림자 효과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않은 집단 모

두로부터 생성된 두 종류의 표본명상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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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보정대상의 상이한 보정 수준

균화소값에 준하여 볼 때 큰 왜곡을 받은 지역이므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어 기초가 되는 변수들 즉，

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수치로 보정되어야 하는 영

〈그림 -7) 에서 각 영역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는

역이 된다.@는 SR과 SFR의 화소값이 중첩되는범

지점의 값 (SR의 최소값， SFR의 최소값， SR과 SFR

위로 SR의 비율이 S태보다더 큰 영역이다. 이 범위

의 교차값， SR의 최대값)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에 속하는 화소값들은 @보다 SFR의 평균화소값에

제공한다. 이로부터 SR 화소들의 보정수준을 결정

더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작은 폭의 수치만으로

할 수 있다. 전(全) 영상에서 SR 표본이 제시하는

도 SFR의 평균화소값을 향한 보정이 가능하다

G)

화소값 범위에 근거하여 보정을 필요로 하는 화소

에 속하는 화소값의 경우， SR에 속할 수도 있는 화

들도 추출되고， SFR의 경우 역시 동일하다 lèl 따라

소이지만 SFR에 속하는 화소일 확률이 더 크기 때

서 보정대상 화소로 추출된 화소들은 그들이 각기

문에 화소값을 SFR의 평균화소값 중심으로 이동시

지니고 있는 값에 따라 상이한 보정 수준으로 일련

키지 않아도 전체 보정 결과에 큰 영향을 마치지 않

의 수치적 변환을 거치게 된다. 이는 영상 내 모든

는다. 따라서 @의 범위 에 속하는 화소값들은 수치

보정대상 화소들을 SFR 표본영상 0] 제공하는 기준

변환을 적용하지 않은 채 본래의 값을 유지한다.

대상의 평균화소값의 주변값으로 변환시키는 작

SR과 SFR의 표본영상은 그림자 효과를 보정하는

업이며， 보정된 결과 영상은 그림자 효과를 받은

12) SR의

표본영상이 제시하는 화소값 범위에 속하여 보정대상으로 추출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SR에 속하지 않는 사상을 표현한 화
소로，보정이 필요치 않은화소들이 영상내에 존재할수 있다 예를들면，좌표값(a ， b) 에 위치하는하나의 특정 화소가 SR의 표본
에 의하면 보정대상에 속하는 a 값을 갖는데， 이는 실제 지표상에서 그림자 영역이 아니라 물이 고여있는 옥상을 나타낸 경우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빠는 값은 보정 모텔상에서 이미 SR에 속하는 값으로 인식되어 보정대상으로 판단되고 보정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심대상을 도로로 한정하고 이의 보정만을 고려하는 제한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외 영역이 보정 되는 현상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이전 장에서 언급한 네 번째 가정사항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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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영역의 화소값이 SFR 영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변환되어 왜곡된 SR 영역의 화소값들이 보정 될
수있음을알수있다.

4.

표본을 통한 그림자 효과 보정 모
델의적용

전처리를 거친 IKONOS 영상을 그림자 효과 보

정 모텔에 적용하였다. 좌표등록을 위해

TM(Transverse Mercator)좌표계를 사용하였고 35
개의 GCP를 취득하여 빠S 오차 0.241m로 기하보

정하였다.
〈그림 -8)

표본을 사용한 그림자 효과 보정 방법의

적용단계

D 표본생성
영역확장볍과 수통 디지타이정법 중 최적의 방
법을선택하도록한다.

본의 분산이 상대적으로 작은 방법을 최종생성법

i ) 영역확장: 씨앗화소는 현장에서 그림자 영역

으로 선정한다. 수통 디지타이징으로 표본을 생성

으로 판단된 위치의 경위도 좌표값을 참고하여 선

한 결과， 각 표본정보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였다.

정하였다시 분광거리는 10의 간격으로 20-120까

이는 결과가 실험자에 의존하여 객관적이지 못함

지의 11단계 수치를 임의로 적용하였으며 표본의

을 의미한다. 또한 구성화소의 최대값으로 255를

규모는 화소 개수(50007R)로 한정하였다. 생성된

지니는 표본이 많았는데 (SR: 50% , SFR: 70%) 이는

표본플 중 유의미한 표본을 파악하여 최종 표본을

미세하게 포착되는 소수(少數)의 고분광사상(도로

결정한다.

상의 지동차와 같은 사상)이 표본 내에 포함되었

ii) 수동 디지타이징 :10명의 임의의 피실험자들

기 때문이다. 반면에 영역확장법은 유사한 화소들

을 대상으로 SR과 SFR 각 표본을 10개씩 생성하였

의 군집으로 표본을 생성하므로 실험자의 의사결

다. 표본의 화소값 분산을 통해 개인차를 살펴본다.

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또한 부적합한 미세화소

iii) 영역확장법에 의한 표본은 씨앗화소의 영향

들의 제거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역확

으로 생성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최종표본을 선택

장법이 수동 디지타이정에 비해 적합한 표본생성

한다. 수동 디지타이정법은 표본들의 평균값을 최

법이라 판단되어 분광거리

종표본에서 추출하꼬} 하는 값으로 사용한다. 표

과 SFR 각 표본을 생성하였다. 분광거리는 표본의

13) 동경 126 55' 43.24" , 북위 3137' 07.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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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전(事前)에 규정한 바 있는 ‘하나의 표본은

생성에 따라 결정한 아래와 같다.
〈표-1)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정한 간격으로

50007~ 이하로 구성한다’ 는 한정 에 의한 영향때문

증가하는 분광거리에 따라 표본의 구성화소 개수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가 증가하였다. 표본규모의 증가는 SR의 경우， 분

표본의 규모를 10000개로 확장하여 한정한 후 표

광거리 30-50의 간격에서 급격히 나타났고 SFR의

본생성실험을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경우에는분광거리 40-50의 간격에서 급격히 나타

표본의 규모를 화소수 10000개로 확장한 경우에

났다. 그러나， 두 표본 모두 분광거리를 50으로 선

도 분광거리가 50이상으로 선정되면 사전(事前)에

정하면서부터는 사전(事前)에 한정된 표본의 규모

한정된 표본의 규모에 영향을 받아 표본이 생성되

(총 화소개수 50007~) 이상으로 표본의 총 화소개

었다. 따라서 분광거리가 50이상으로 책정되면 표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분광

본이 씨앗화소의 분광특성으로 생성된다기 보다

거리를 50이상으로 선정하면 동일한 표본으로 묶

사전(事前)에 한정된 표본의 규모에 의해 생성된

이는 화소들이 씨앗화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

다 판단할 수 있다. 유의미한 표본생성을 위한 분

〈표-1)

표본의 규모를 총 화소개수 5000개로 한정하는 경우， 분광거리에 따른 표본의 총 화소개수14)

SR

7
446
3238
5000
5000

20
30
40
50
60
〈표-2)

SFR
옳 화:싶7H쑤:

뚫짧까} 2.1

•

l
l

ll

뭘광거랴

옳 화.!;7H수

20
30
40
50
60

48
290
746
5000
5000

표본의 규모를 총 화소개수 10000개로 한정하는 경우， 분광거리에 따른 표본의 총 화소개수151

*

SR

SFR

I

혈짧았쩍

훌훌확소재수

20
30
40
50
60

7
446
3238
9984
10000

••

l

複종왔처않

훌훌 훌}소7H수

20
30
40
50
60

48
290
746
9829
10000

14) 본 실험에서는 분광거리 120까지 적용하였으나 분광거리 50이후로 동일한 화소개수 값을 보여 본 표에서는 결과를 생략하였다
15) 분광거리 60이상부터는 생성되는 표본의 총화소수가 10000개로 일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분광거리 80이상부터의 결과는 표에
서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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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분광거리에 따른 표본의 총 화소개수와 최종 선정된 분광거리

광거리를 결정하기 위해 50이하의 분광거리를 세

2) 표본분석

분하여 재실험하였다， SR의 경우 표본의 규모에서

보정대상인 SR 화소들은 세 가지 보정 수준 중

급증을보이는분광거리 36을， SFR의 경우 SR의 표

한가지에 적용되는데， 이는 SR과 SFR의 표본영상

본규모와 작은 차이를 보이는 표본을 생성한 분광

으로부터 얻는 특정 지점의 값을 기준으로 실행된

거리 39로 결정하였다 16)

다， SR 표본영상의 화소값 분포는 〈그림 -11) 과

최종 선정 된 분광거 리 (SR:

36 , SFR: 39)를 사용하
여 SR과 SFR 각 표본영상을 생성하였다((그림 -9) ,

같고 SFR 표본영상의 화소값 분포는 〈그림 -12)
와같다.

〈그림 -10) 참고)，

〈그림 -9)

SR

〈그림 -10)

표본영상

SFR

표본영상

16) SR의 경우， 표본이 분광거리 37로 생성되면서부터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동}는 모습을 보였기에 분광거리 38이상으로 표본을 생
성하는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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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정

3) 입력변수추출

(2004.3)

모델 생성

보정 모델 적용에 필요한 입력변수는 SR과 SFR

보정 모텔은 SR과 SFR의 표본영상 화소값 분포

표본으로부터 추출한다. (그림 -7) 에서 살펴본

를 참고하여 생성한다. 보정 대상 화소들은 화소값

세 가지의 보정 수준 영역으로부터 모델 적용에 필

에따라세 가지 보정 수준중한가지의 보정 과정

요한 추출 변수는 i ) SR의 최소값과 ii) SFR의 최

을 거치게 되며， 각 보정 수준의 화소값 범위는 SR

소값， 그리고 iii) SR과 SFR의 화소값 분포 히스토

과 SFR의 표본영상에서 추출한 수치를 참고로 결

그램이 교차하는 지점의 값이다. 세 번째 보정 수

정 된다. 보정 모델은수치의 입력과 이들간의 간단한

준 영역 (SR의 화소수 비율이 SFR의 화소수 비율보

연산으로 구성되며， SIVlL(S뼈al Model Lan맹age)를

다 작은 범위)에 속하는 화소값들은 변환을 거치

시용하여 작성하였다((그림 -13) 참고).

지 않으므로 ‘SR의 최대값’ 은 입력변수로 고려하

보정연산은 상이한 보정 수준의 세 영역에 대해

지 않는다.SR과 SFR 표본에서 추출한각 입력변수

개별적으로 세워진다. 이들의 보정은 기본적으로

는 〈표 5) 와같다.

왜곡된 화소값을 수치적으로 변환하는 것이지만
보정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정 영역 간의 보정

50

4430
‘

훌

흉

홍

화

40

」‘‘

30

개
수

재

30

수

20
20

I

10

’
10

홉소강

회소값

〈그림 -1 1)

SR

〈표-4)

SFR

〈그림-12)

표본영상의 화소값 분포 히스토그램

표본영상

211
SR와

표본영상의 화소값 분포 히스토그램

표본영상의 기초통계값

130
〈표-5)

SFR

SFR

167.878

표본으로부터 추출된 입력변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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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에 주위를 요해야 한다. 보정은 SR의 비율이

보정되지 않은 본래 영상과 각 표본이 제공하는

SFR보다 큰 @영역에 먼저 실행하고， 다음으로 순

세 가지 값 (SFR

수한 SR로만 구성된 @영역에 적용한다. 보정 @

Minimum)을보정 모텔에 입력함으로그럼자효과

영역의 화소값이 @영역의 화소값보다 작기 때문

를받은 영역과그렇지 않은 영역간의 차이를줄일

에 @영역의 화소값을 먼저 변환하면 보정받았음

수있다

Minimum , Cross Point , SR

에도불구하고보정 @영역에 다시 포함되어 동일

보정 전 영상에서는 도로변의 건물이 만들어댄

화소에 대한 중복 변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그램자로 인해 그림자 영향을 받은 영역과 그렇지

일단보정을거치면다른보정 영역으로포함되지

않은 영역간의 차이가 도로상에 분명하게 나타난

않도록@영역의 화소들을@영역의 화소들보다

다. 이러한 현상은 도로를 이분(二分)하여 인삭하

먼저 변환하는 순서로 보정 연산을 구성한다.

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림자 효과가 나타난 영상에

보정 모델을 적용하여 동일사상의 이분 현상을 줄

5) 보정 모델 적용

이고 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꾀하였다. 보정 후 영

전처리 과정을 모두 끝낸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상에서는 그림자 영향을 받은 영 역과 그렇지 않은

표본을 통한 그림자 효과 보정 모델을 적용하였다.

영역간의 차이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S’h‘ μ/Oì r-Etl칸't COI7’ζcfion Jfo(~ιf
On잊11써 IlI\age

/

麗/
.1FIooI

〈그림 -13)

에'-빼OIilPT_USER

표본을 통한 그림자 효과 보정 모델

17) 이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적용과정 중에 사용한 표본으로부터 얻은 입 력변수이므로 다른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그 값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영상에서도 사용하는 표본이상이한 경우에는 입 력변수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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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04.3)

〈그림 -15) 그림자 효과 보정 후 영상

그림자 효과 보정 전 영상

써 이분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던 도로사상의 문

며 또한 분류를 거친 영상의 활용도가 높71 때문이

제가 표본을 통한 그림자 효과 보정 모델을 통해

기도 하다 18) 연구지역에 해당승F는 도로 영역을 잘

완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내어 구성 화소의 화소값을 살펴보았다. 해당 연

구지역은주택과중저층건물등이 밀집한지역이

6) 보정 모델 유효성 평가

므로 분류항목의 개수를 인공구조물， 도로， 나지，

그림자 효과를 보정시킨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미분류의 4항목으로 임시 지정하고 무감독 분류를

객관적으로 공인된 수치지도를 중첩하여 표본을

실행하였다 19) 무감독 분류된 보정 전과 후의 영상

통한 그림자 효과 보정 모델의 유효성을 평가하였

을 수치지도에 각각 중첩하여 도로식별의 향상정

다. 보정을 거치지 않은 영상과 보정을 받은 영상

도를 알아보았다. 연서초교길과 연서화 만나는

의 무감독 분류 결과 영상을 평가에 사용하였다.

삼거리 부근을 수치지도에 근거하여 영상에서 추

무감독 분류 영상을 사용한 이유는 여러 값의 화

출하고해당범위에 대한분류결과를살펴보았다

소들을 단순화시켜 평가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

((그림 -16) ， (그림 -17) 참고).20)

18) 고해상도 위 성 영상의 경우， 화소들을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후 활용하는 방식 외에도 분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인공구조물
과 같은 사상들을 파악히는 방식으로도 활용된다.
19) 영상의 무감독 분류는 사용자가 엄의로 정하는 지표사상의 분류항목 개수에 준하여 영상의 전(全) 화소들을 분류한다. 따라서
무감독 분류된 영상은 분류 결과를 관찰하여 분류항목을 분류 이후에 결정해 주어야 한다. 이는 감독분류처럼 훈련자료를 얻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0) 무감독분류시 네 개의 항목으로분류된 화소들을본단계에서는서로 인접한두항목씩 묶어 재분류하였다. 이는도로상에서 그
림자효과로 인한 영역과그렇지 않은 영역간의 이분적인 현상을보다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다.

-115-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그림자 효과 보정에 관한 연구

〈그림 -16)

보정 전 영상의 무감독 분류 결과와 수치지도와의 중첩

〈그림 -'-17)

보정 후 영상의 무감독 분류 결과와 수치지도와의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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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2004.3)

보정 전과 후의 언서로 분류 결과1)
전

뿔-뼈뻐

-끼J

-RJ
-4

재에-개에
-시이-시이

-%

-6

-R

보창후
8134η4.4%}개

2799(25.6%}개

그림자 효과로 인해 SR과 SFR간의 이분 현상을

획득하는 것과 함께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정보를

보였던 보정 전 영상에 비해 보정 후 영상은 향상

획득하는 것 역시 중요한 관건이다. 이러한 관점으

된 분류결과를 보여주었다. 수치지도에 근거하여

로，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제공하는

도로로 파악된 화소들 중 58.3%의 화소들만이 보

공간 정보의 정확한 획득에 관심을 갖고 이에 어려

정 전 영상에서는 도로로 인식되었으나 보정 후에

웅을 주는 문제들 중 하나인 그림자 효과에 초점을

는 74.4%까지 향상되었다((표 6) 참고). 이로부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자 효과를 보정하

터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의 그림자 효과를 보정

는 새로운 시도로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들의 고유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표본을 통한 그림자 효과 보

한 값인 화소값을 수준별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

정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하였으며， 이는 영상 외 추가 자료 없이 영상으로
부터 생성한 표본영상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
존의 방법과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

5.

결론

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의 그림자 효과를 보정
하기 위해 표본을 사용하여 접근하는 방법과 그 과

지상관측용 인공위성의 개발과 함께 위성영상은

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양적 · 질적으로 향상된 공간 정보를 제공동}는 새

첫째， 영역확장(region growing) 방법을 사용하

로운 도구가 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끊임 없는

여 영상으로부터 표본을 생성하였다. 영상의 표본

연구 대상인 지구를 관찰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들

은 그림자 효과로 왜독된 정보를 지닌 도로(SR) 영

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날

역과그림자의 영향을받지 않은도로(SFR) 영역에

로 복잡해져가는 인문지표사상의 관찰과 탐지에

속하는 화소들을 추출하여 각기 생성되었다. 표본

효과적이다.

생성 작업은 이후 단계인 보정 모텔 생성에 필요한

공간정보 획득면에 있어 풍부한 잠재력과 활용

입력변수와 관련되므로 신중히 행해져야 했다. 영

도를 지닌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부터 정확한 공

역확장 방법으로 표본을 생성하기 위해 분광거리

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중

(speαral distance)를 선정하였고， 이 과정은 임의

요한 연구주제가 된다. 또한 양적으로 많은 정보를

의 분광거리로부터 생성된 각각의 표본 결과를 비

21) 인공구조물， 나지， 미분류 항목으로 분류된 화소들의 합으로 대부분이 인공구조물로 분류되었다. 본 표에서는 도로와의 비교를
위해도로와도로외로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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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수행되었다. 결정된 최적의 분광거리를 사

던 영상이 보정되어 도로의 식별력이 향상된 것을

용하여 보정대상이 되는 SR과 기준대상이 되는

확인할수있었다.

SFR의 각 표본을 생성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부터 정확

둘째， 생성된 각 표본이 제공하는 화소값 정보로

한 공간 정보를 획득하는데 문제가 되는 그림자 효

부터 그림자효과보정 작업이 실행되어야하는보

과를 보정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영

정대상의 범위를 전(全) 영상에 걸쳐 파악하였다.

상자료만을 사용하여 표본을 생성하고 분석함으

원칙적으로 SR의 화소값 범위에 속하는 모든 화소

로보정을구현한방법이라는점에서 의미를지닌

는 보정 대상으로 고려되지만， 이는 그 왜곡정도에

다. 하지만， 표본을 통해 보정 모델을 구성하고 그

따라상이한수준으로보정이 적용되어야한다.본

림자 효과가 보정된 영상을 얻을 수는 있었으나，

연구에서는 SR과 SFR의 표본을 분석하여 보정대

이의 유효성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보다 적합한 방

상이 되는 SR의 화소값 범위를 세 수준의 보정수

법을 함께 개발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인

준으로 분류하였다 (1) 순수한 SR 영역은 상대적

것으로 사료된다. 이 부분은 보다 많은 자료의 공

으로 큰 왜곡을 받은 화소값 범위로 SR의 최소값

유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의

에서 SFR의 최소값까지의 범위에 속핸화소들을

연구로 남겨놓고자 한다. 앞으로도 분명한 활용목

포함하며， 이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왜콕을 받은

적 속에서 고해상도위성영상을처리，분석하는 연

(2) SR > SFR 영 역은 SFR의 최소값에서 SR과 SFR

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간다면， 공간을 관찰하

의 표본 히스토그램이 교차하는 지점의 화소값까

고 탐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보다 많은 정보를 제

지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왜곡을 받았다고 판단하

공하는 도구로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그 기능을

기 어려워 실제로는 보정이 필요치 않은 (3) SR <

다할수있을것이다.

SFR 영역은 SR과 SFR의 표본 히스토그램이 교차
하는 지점의 화소값에서부터 SR의 최대값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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