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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nalysis of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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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원격탐사기술의 발달로다양한고해상도위성영상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고해상도 영상의 처리기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펼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영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웨이브렛 분해 

기법을 적용하였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부터 지리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공간패턴 인식을 이용한 질감분석을 적용하였 

다. 서울 북부지역을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대상으로 웨이브렛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세영상들을 추출하고， 훈련 

지역의 영상특성을 비교하여， 영상의 분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영상의 통계적 분리정도를 표현하는 TD(transformed 

divergence)와 영상의 공간분포 특성을 표현하는 Moran’ s 1가 훈련지역간의 질감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지수로 나 

타났다. 

주요어 : 고해상도 위 성 영상， 웨이브렛 분해， 질감 분석 , TD(transformed divergence) , Moran’ s1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remote sensing techniques leads to the appearance of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s. It is needed to study the new image processing technique about such images. This study 

adopt the wavelet multi-resolution decomposition in order to identify and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high-resolution images. To explore the spatial pattern of image, the texture analysis is applied. The 

IKONOS high-resolution imagery covering northern Seoul is decomposed to three detail images by wavelet 

decomposition. The indices for representing training sites arε applied at each decomposed image, and the 

indices are then compared. The transformed divergence and Moran’ s I are identified as an effective indices 

which could represent the characteristics of texture pattern and classify the land cover pattern from each 

other at spatial domain. 

Key Words :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 , Wavelet Multi-Rεsolution Decomposition,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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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렛 분해를 이용한 고해상도 위성영상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1. 서론 

지표면의 지리정보를 취득하는 원격탐사 기법은 

다양한 지리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최 

신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격 

탐사 기법은 군사목적과 지도제작 목적 등으로 널 

리 사용되어져 왔으나， 지리정보시스댐과의 결합 

으로 더욱 그 이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지리정보 

시스템에 필요한 지리정보를 원격탐사 기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스댐은 최신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격탐사 기법의 발달로 다양한 지 

리정보를 시스렘 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에는 항공기에서 촬영한 사진의 분석과 처 

리가 원격탐사의 목적이었다.1970년대 위성이 활 

용된 이후에는 위성으로부터 촬영한 영상이 본격 

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다양한 위 

성에서 촬영한 영상들로부터 다양한 지리정보를 

수집할수있게 되었다. 현재는위성영상을판독하 

고， 이로부터 지표면의 정보를 취득하는 다양한 기 

법이 개발되어 있다. 높은상공에서 지표면을촬영 

하는 위성에서 지표면의 정보를 자세히 촬영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센서， 즉 카메라가 필요하다. 초 

기에는 지표면의 정보를 자세히 촬영할 수 있는 기 

술이 발달되지 않아 상세한 지리정보의 취득이 어 

려웠다. 그러나 위성 센서 기술의 발달로 점차 지 

표면의 자세한 정보가 촬영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에는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이 항공기에서 촬영한 

영상과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자세한 영상이 등장 

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지표면의 자세한 정보 

를 제공하는 영상을 고해상도 영상이라 한다. 고해 

상도 영상의 등장은 원격탐사 분야에 큰 변화를 가 

져왔다. 기존에는 낮은 해상도의 영상으로부터 지 

리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이 개발되어 왔으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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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의 자세한 영상으로부터 지리정보를 추출 

하기 위한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부터 지리 

정보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기법을 모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웨이브렛 다 

해상도 분해를 이용하여 영상을 분해하고， 이를 이 

용하여 질감특성(texture)을추출하여 영상분석에 

적용하과 한다. 웨이브렛 다해상도 분해과정에 

서 변환된 영상은 영상의 질감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다면 기존의 질감 분석 

(texture analysis)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기 

법의 개발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몇몇의 훈 

련지역을 대상으로 질감 분석에 웨이브렛 분해를 

적용하고， 새로운 분석기법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 

하도록한다. 

2.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특성과 분석 
기법 

위성영상이 지리정보의 수집에 이용된 이후 현 

재까지 다양한 종류의 위성영상이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위성영상 중에서 분석목적에 맞는 영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성영상의 특성이 파악되어 

야한다. 위성영상의 특성을표현하는대표적인 지 

표가 해상도이다. 위성영상은 탑재된 센서의 특성 

에 따라 그 영상의 내용이 다르게 표현된다. 즉， 센 

서의 특성에 따라 지표면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해상도가 다르다. 이 해상도에 따라 영상의 질과 

양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해상도는 공간해상도 

(spatial resolution)와 분 광 해 상 도 (spectral 

resolution) , 그리고 방사 해상도(radiometrìc 

resolution) 등으로 정의된다. 공간해상도는 센서 



가 감지할 수 있는 지상의 물체의 최소면적을 가리 

킨다. 분광해상도는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파장대 

의 범위이며， 방사 해상도는 센서에서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의 세기이다. 이 중에서 공간해상도는 

영상에서 지표면의 정보가 어느 정도 자세하게 표 

현되는가를 나타내는 해상도로， 가장 대표적인 해 

상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언급되어지는 해상 

도는 공간 해상도를 의미한다. 

1)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정의와 종류 

고해상도 영상의 정의를 풀이하면， 해상도가 높 

은 영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해상도란 여러 가 

지 의미의 해상도중에서 공간해상도를의미한다. 

즉 해상도가 높은 영상이란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지상물체의 면적이 작은 영상을 의미한다.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지상물체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욱 

자세한 내용이 영상에 표현될 수 있다 지표면의 

물체가 공간해상도보다 크다면 그 물체는 영상에 

표현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위성 영상 

의 공간해상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과거 냉전시대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군사적으로 적대국에 대한 

상세한 지리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고해상도의 

첩보위성이 개발되었다. 특히 냉전을 주도했던 미 

국과 러시아에서 고해상도 위성영상 취득기술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냉전시대가 해체되고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 개발 

되었던 첩보위성 기술이 일반에게도 제공되기 시 

작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냉전의 해체이후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고해상도 위성영 

상의 상용화가 이루어졌다. 초창기인 1980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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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러시아의 위성영상(KVR-1000)은 지상의 

영상을 필름으로 촬영하고 이를 현상하여 분석하 

는 아날로그 방식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1995년 이후 다양한 고해상도 영상들이 디 

지털 자료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 

우 위성영상의 상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1999 

년 IKONOS 영상을 필두로 다양한 위성영상들이 

각각 독특한 특정을 가지면서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12월에 항공우주연 

구원과 이스라엘의 엘롭(ELOP)사가 공동으로 1m 

해상도의 고해상도 위성센서를 개발， 완료 하였 

다. 이 센서는 2005년 11월에 아리랑 2호 

(KOMPSAT-2)에 탑재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리 

랑 2호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가격이 비싼 외 

국의 위성영상에 비하여 품질도 우수하고 가격도 

저 렴한 고해상도의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특성 

최근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높은 고도에서도 

지표면의 자세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공간해 

상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고해상도 위성영상 이전 

에 영상분석 에 주로 사용되던 LANDSAT TM이나 

SPOT XS 영상의 경우 공간해상도가 각각 30m와 

20m이었지만，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1m 내외의 매 

우 높은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고해상도 위성 

영상은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촬영하던 항공사진 

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위성영상이나 

항공사진에 비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가지는 

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해상도의 측면에서 

항공사진에 가까울 정도로 자세하다. 1m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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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상의 경우건물뿐만아니라자동차와같이 크 

기가 작은 물체도 자세히 식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정 때문에 과거에 지도제작을 위하여 항공사진 

에 의존하였던 기술들이 최근에는 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이용한 지도제작 기술로 발달하고 있다. 과 

거에 대축척 지형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항공사 

진을 이용하였으나，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등장으 

로 이틀 이용한 대축척 지형도 제작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표면의 상세한 정보를 표 

현하기 때문에 저해상도 영상에 비하여 기복변위 

(relief displacement)가 심하게 나타나며， 이를 처 

리하기 위한보정기법이 적용되어야한다. 

둘째，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위성에서 촬영하였 

기 때문에 위성영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성은 지구의 주위를 일정궤도를 따라 운행 

하기 때문에 일정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촬영이 가 

능하며， 최신의 정보취득ó] 가능하다. 또한 영상의 

물리적 형태는 수치자료， 즉 디지털 파일 형태이 

다. 대부분의 위성영상이 촬영한 영상을 지상의 수 

신소로 송신하기 위하여 수치지료의 형태를 가지 

고있다. 이러한수치자료를처리하기 위해서 개발 

된 영상처 리 기법 이 수치 영상처 리 (digital image 

processing)이다. 고해상도 위성영상 역시 수치자 

료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위성영상 

처 리과정과 유사한 기법 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위성영상에 비하여 더욱 정확한 위치정보 

와 속성정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상 

처리기법이필요하다. 

셋째， 대부분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경우 흑백 

의 단일밴드 영상이나 최대 4개 밴드의 영상만을 

제공하고 있어 기존의 다중분광 영상에 비하여 분 

광 해상도가 낮은 편이다. 과거의 영상처리 기법은 

공간해상도는 낮았으나 분광 해상도가 높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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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양한 밴드를 가지고 있는 영상을 대상으로 개 

발되었다. 즉 화소의 분광특성을 분석하여 비슷한 

특성을 가진 화소들을 분류하는 기법들이 주로 개 

발되었다. 그러나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과거의 위 

성영상에 비하여 공간 해상도는 높지만 분광해상 

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존의 분광패턴 인 

식기법과는 다른 새로운 영상처리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영상이 촬영되 

는 환경은 위성영상과 유사하지만 영상에 담긴 내 

용은 향공사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위성영상이 가지고 있던 특정인 디지털 파일 형 

태， 주기적 촬영， 최신 정보 취득 등을 그대로 가지 

고 있으면서， 항공사진의 특징인 상세한 식별력， 

낮은 분광해상도， 기복변위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효과적으로 

분석，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항공사진이나 위 

성영상의 처리기법과는 다른 새로운 분석기법이 

개말적용되어야한다. 

3)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분류기법 

전통적인 영상분류 기법은 지표면의 분광특성， 

즉 빛에너지가 물체로부터 반사， 방사되는 에너지 

의 파장대별 세기에 의해 결정지어졌다. 지금까지 

영상처리 분야에서 이러한 분광특성 정보를 이용 

하여 속성정보를 부여해 왔다. 모든 물체는 고유의 

분광특성을 가지므로， 비슷한 분광특성을 가진 화 

소들을 분류함으로써 속성정보를 부여하는 방식 

이다. 이 방식은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수치영상처 

리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기법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지표상의 물체는 크기 , 모양과 같은 공간 



적인특성으로구분될수 있다. 즉화소주위의 공 

간적 관계를 이용하여 영상을 분류할 수 있다. 이 

를공간패턴인식 기법이라한다. 이는공간적인형 

태나 크기 , 공간구조 등을 이용하여 영상을 판독하 

는 기법으로， 지금까지 시각적으로 해석해오던 영 

상판독기법을자동화하는기법이라할수있다. 이 

기볍은 향후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속적으 

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분광 해상도 보 

다는 공간 해상도가 우수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경우， 기존의 분광특성을 이용한 분류보다 공간패 

턴 인식을 이용한 분류기법이 더욱 정확하고 우수 

한지리정보를추출할수있다. 

이러한 공간패턴 인식을 이용한 분류기법은 형 

태，위치，방향등과같이 화소들간의 공간적인관 

계로 형성된 특징을 이용하여 영상을 분석한다. 대 

표적인 공간적 영상분류 기법이 질감특성(text따e) 

을 이용한 분류기법이다. 질감이란 영상 좌표계의 

2차원 공간에서의 특성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특성을표현하는것이다. 이를수학적，계량적으로 

정량화하기 위해서 영상에서 통계적인 모델을 이 

용하여 화소의 공간적인 분포를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볍으로 GLC 행렬과 베 

리오그램이 있다. 

(1) GLC 행렬(grey-Ievel co-occurrence 

matrix) 

이 행 렬은 디지털 영상에서 2차 통계변수의 추출 

을 위해 사용되는 행렬이다. GLC란 i의 반사도를 

가지는 화소가 미리 정의된 거리를 이동했을 때， j 

의 반사도를 가질 확률을 나타낸다. 즉 GLC는 화 

소가 이동하였을 때 동일한 화소값을 갖는 빈도수 

를나타낸다. 

원래 위치에서의 화소의 값이 이통한 위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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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값으로 변화하였는가에 따라 해당 경우의 

행 렬에 빈도수를 측정하고 이를 행 렬로 표현한다. 

이러한 행렬 값에 전체 빈도 수를 나누어 분수로 

표현한 것이 GLC이다. GLC 행렬의 크기는 반사도 

의 방사해상도， 즉 디지털로 표현되는 반사도의 범 

위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8bit 영상일 경우 

256x256의 크기를 갖는다. GLC 행 렬에서 높은 값 

을 갖는 항이 대각선 주위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는 

영상이 거의 같은 반사도를 갖는 화소들로 이루어 

져 있다고할수 있으며，반대로높은값을갖는항 

이 대각선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는 주변의 영상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있다. 

GLC 행 렬 전체를 영상의 질감특성으로 사용하기 

에는 컴퓨터 저장 공간의 측면이나 수학적 처리과 

정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GLC 행렬에서 그 특 

정을 단 하나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특정의 질 

감특성을 추출하여 사용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ASM(Angular Secant Moment)와 IDM(Inverse 

Different Moment)가 있다. ASM은 GLC 행 렬 각 

항의 제곱 합으로 구하며 , 대상영상의 단일성을 나 

타낸다. 즉 모든 영상이 동일한 값일 경우 1의 값 

을 가진다.IDM은 분모에 화소 값의 차이(i-j)를 반 

영하여 단일영상이더라도 주변 화소 값의 차이를 

반영한다. 위성영상에서 적정한 거리를 선택하여 

질감측정 기법을 영상에 수평， 수직， 대각선 방향 

으로 적용하여， 경계선의 영향을 배제한 영상을 얻 

게 되고 이 영상에서 임계치 결정을 통하여 영상의 

특성을분류할수있다. 

(2) 베리오그램 측정법 

베 리오그램 측정법은 질감특성을 이용한 분류과 

정에서 GLC 대신 베리오그램을 측정하여 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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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는 기법이다. 베리오그램은 주위 화소들 

과의 유사한 정도를 거리에 따라 표현한 것으로， 

공간적 자기상관이 얼마나 있는가를 측정할 때 주 

로사용되어 왔다. 베리오그램을통하여 공간적 자 

기상관을 포함한 특정 구역의 질감특성을 통계적 

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질감특성을 

분류하는 것이 베리오그램 측정법이다. 

화소의 위치를 각각 x， y로 정의하고， 화소의 값 

을 G(x, y)로 주어질 때， 베리오그램은 다음과 같 

이계산된다. 

Áh) = 옮 확[ G(째 - G(x’ , y’)] 2 

여기서 h는 화소의 위치 G(x, y)와 주위의 화소 

의 위치 G(x’ ，y')사이의 유클리드 거리이다.N은 

G(x, y)와 G(x’ , y' )로 맺어진 화소의 쌍의 총 수이 

다. G(X’ ,y' )를 정의하기 위하여 좌우， 상하， 대각 

션의 4가지 방향을 정의하면， 4가지의 식으로 변경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방향성을 가진 베리오그램 

을 Directional 베리오그램이라 한다. 이들은 특별 

한 방향 특성을 보여주는 질감특성을 분류하거나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이에 반하여 모든 공간 방향 

에서 동일한 질감특성을 보여주는 베 리오그램을 

Omni-directional 베 리오그램이라 한다. 이 베 리오 

그램은 4가지 방향의 베리오그램들을평균하여 계 

산된다. 

베리오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는 영상을 일정한 크기로 분할한 후 각 분할된 구 

역마다 베 리오그램을 구한다. 분할된 구역 중에서 

훈련지역을 선택하여 베리오그램을 구하고 나머 

지 구역이 훈련지역의 베리오그램과 유사하면， 훈 

련지 역의 분류계급으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질감특성 분류기법은 지표면의 공간 

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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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영상과 같이 분광해상도보다는 공간해 

상도가 높은 영상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할 때 효과 

적인기법이라할수있다. 

3. 웨이브렛 다해상도 분해와 영상 
분석 

1) 웨이브렛의 기본 개념 

웨이브렛 이론은 1980년대 초반부터 순수 수학 

분야에서 주요 이슈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웨이브렛 이론은 많은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성과응용성을가지게 되었다. 특히 신호처리， 

영상압측， 응용통계 분야에서 왜이브렛 이론이 활 

발히이용되고있다. 

웨이브렛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이다. 기 

본적인 조건은 이들이 X축의 위와 아래로 흔들리 

면서 0으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웨이브렛이라는 이름이 명명되었다. 이러한 웨이 

브렛의 축소형 성질은 함수가 잘 국지화되었다는 

것을보여준다.기술적으로 웨이브렛은변환과역 

변환과정이 빠르고쉽게 계산되어야한다. 

웨이브렛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각각은 다 

른 함수를 가지고 있으며， 각자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웨이브렛 모양의 선정은 웨이브렛 분석에서 중 

요한 단계이다. 가장 간단한 웨이브렛은 Haar 웨 

이브렛이다. 웨이브렛 변환과 다른 변환， 특히 푸 

리어 변환과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푸리어 기 

본함수는 시간에 국지화되어 있지만 공간적으로 

는 그렇지 않다. 푸리어 변환에서 작은 시간의 변 

화는 공간차원에서 어디에서나 변화할 수 있다. 따 

라서 웨이브렛은 시간과 공간 어디서나 국지적이 



다. 둘째 웨이브렛은근사를추정할수 있어 많은 

종류의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셋째 웨이브렛 변 

환은 계산이 매우 효과적 이다. 넷째 웨이브렛은 자 

료가 안정적이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불안정한 

공간자료도 다룰 수 있다. 이것이 많은 경우에서 

웨이브렛이 갖는강점이라할수 있다. 

2) 웨이브렛 변환 

푸리어 변환에서 사인과 코사인과 같이 웨이브 

렛도 다른 함수를 표현하는 기본함수를 이용한다. 

모 웨이브렛 Iþ (X)이 결정되면， 모든 함수는 웨이 

브렛 함수로 압축한 dilation(a)과 원래의 함수의 

특성을 저장하는 shift(b)로분해된다. 웨이브렛 변 

환은 어떤 함수라도 웨이브렛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연속 웨이브렛 변환일 경우. 
dadb 

f(x) = 앓 J_
OO

oo w(a ， 이 Øa， b (히파「 

이산 웨이브렛 변환일 경우 

J{x) = 2 i t t w(k, j) ø ,,(x) dkl대 

총합을 구할 때 웨이브렛의 각각의 가중치는 웨 

이브렛계수라한다. 이것은측정하고자"ð}는축척 

에서 국지적인 변화의 강도로 측정된다. Iþ k ，j(X)는 

선형 독립적이고직교승}는기본함수이다. 이 기본 

함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많은 복장한 대수가 동원 

된다. 그러나 이 함수의 대부분은 미리 계산되어 

웨이브렛에 저장된다. 기본 함수는 같은 함수를 분 

해하여 축척에 따라 변화하거나 다른 축척크기를 

이용한 자료 공간에 따라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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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해상도 웨이브렛 분석 

다해상도 분석은 웨이브렛 변환을 이용하여 영 

상의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폐합된 하위공간에서 

구체적 내용(de때s)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해상도 

2j에서 이미지의 구체적 정보는 해상도 2
1

와 낮은 

해상도 2”간의 근사치의 차이로 표현된다. 여기서 
j는 정수로 분석의 깊이를 표시한다. 이 차이는 웨 

이브렛 기초에서 함수를 분해함으로써 구해진다. 

웨이브렛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예를 들어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모 웨이브렛으로 가장 간단한 

Haar 웨이브렛을 선정한다. Haar 웨이브렛은 1과 

-1의 값을 취한 함수이다. 먼저 4개의 화소(Xl ， 

X2 ， X3 ， X4)가 각각 1 ， 2 ， 3 ， 4의 값을 가지고 있고， j=l 

에서 시작하며 축척함수는 2l = 2 라고 할 경우， 
Haar 직교 기본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ØL1 
(x) = 웅(표)， ØL/X)= 웅(관) , 

씨(X)= 웅 (ì년)， Øu (찌=웅(핍) 

해상도 2|1에서의 웨이브렛계수는다음과같다. 

W= (￡앓) ￠11(x)= 송 (Xl + X2 + X3 + X4) = 5 

W= (￡￡) ￠l2(x)= 웅 (X2+ X4 -Xl -X3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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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래의 영상의 화소 값은 다음과 같이 변 

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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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본 함수를 필터로 생각하면， ø l.l (X) 는 
평균 필터와 같고， ø 1, z(X) 는 수평의 high pass 

m않r와 같으며 ,ØZ, \(x) 와 Øz,z(x) 는 각각 수직과 대 

각선 방향의 high pass fùter와 같다. 따라서 Wl은 

영상의 근사값 정보를 담고 있으며， Wz ， W3, W4는 

각각수평，수직，대각선 방향에서 구조에 대한구 

체적인정보를가지고있다. 

또한 원래의 영상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WZ, W3, 

W4의 제곱 합으로 구할 수 있다. 

Var(j) = Wz + W3 + W4 

이는원래의 영상의 변이Dt 수평，수직，대각선 

등 세 가지 방향의 상세영상으로 분해되었다는 것 

을표현하고있다. 

각 해상도 R에서의 영상은 해상도 R-\에서는 근 

사영상(context image)이라 불리는 웨 이브렛 근사 

이미지와 수평， 수직， 대각선 방행에서 구체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세 개의 상세영상(detail image) 

으로 표현된다. 근사영상은 축척이 현재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상세 

영상은 R와 R-l간의 특정을 표현하는 구조들을 표 

현한다‘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해상도 단계는 

2'로 선택되기도 한다. 필요하다면 R-l에서의 근사 
영상은 R씌 근사치와 상세한 영상으로 분해될 수 

있으며， 이는 하나의 픽셀만이 근사영상을 이루는 

경우까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다해상도의 표현 

은 영상구조를 계층적인 틀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은 2개수준의 다해상도 분해를 표현 

한것이다. 낮은해상도에서 이러한구체적인내용 

은 큰 구조와 일치하며， 이것은 영상 구조를 제공 

하게된다. 

4. 위성영상자료의 적용과 평가 

1) 실험대상 자료와 지역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영상의 분석을 실험하 

기 위하여 대표적인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IKONOS 영상을 이용하였다. IKONOS는 미국 

Space Imaging사에서 1999년 11월에 발사한 고해 

해상도수준 2 해상도수준 2 

낮은해상도의근사영상 수평방향의 상세영상 
해상도수준 1 

수평방향의상세영상 
해상도수준 2 해상도수준 2 

수직방향의상세영상 대각선방향의상세영상 

해상도수준 1 해상도수준 l 

수직방향의상세영상 대각선방향의상세영상 

〈그림 1) 다해상도 웨이브렛 분해의 모식도 

출처 : Ranchin and Wald, 1993: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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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지역 위치도 

상도 위성이다.IKONOS 위성은 1m 해상도의 전 

정색 센서와 4m 해상도의 다중 분광 센서를 탑재 

하여 고해상도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IKONOS 위성영상은 첩보용으로 사용되는 1m급 

고해상도 영상을 처음으로 상용한 제품으로 고도 

680km에서 태양동기궤도로 운행한다. 위성영상 

의 촬영면적은 llkmól며 흑백의 전정색 영상은 

1m의 해상도를 가지고 다중 분광의 천연색 영상 

은 4m의 해상도를 가진다.IKONOS 위성의 재방 

문 주기는 140일 이지만， 센서와 위성체의 회전이 

가능하여 원하는 지역을 최고의 해상도로 취득할 

수 있다. 기존의 위성들은 일정 궤도를 따라 이동 

하면서 지상의 물체를 촬영하였으나， IKONOS 영 

상은 궤도를 따라 이동하다가 고객이 원하는 지역 

만을 촬영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위성영상에 비하 

여 해상도 측면에서도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 

객이 원하는 대상물을 촬영하는 이른바 상품으로 

서의 역할을담당하고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IKONOS 영상은 2001년 3월 

28일 촬영한 서울 북부지역의 영상이다. 서울의 

불광동， 구파발 지 역과 함께 고양시， 양주군이 일 

부포함되어 있다. 이지역은수도권의대표적인도 

시지역과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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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지역의 IKONOS 영상 

지이용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연구지역의 위치는 <

그림 2)와 같으며 연구지역을 촬영한 IKONOS 영 

상은 〈그림 3)과같다. 

2) 웨이브렛분해 

웨이브렛 다해상도 분해는 Harr 웨이브렛 함수를 

기반으로 원래의 영상을 4가지의 영상으로 분해한 

다. 그림 1과 같이 해상도 수준이 낮아지면서 원래 

의 영상은 1개의 근사영상과 수평， 수직， 대각선 

방향의 상세영상으로 분해된다. 여기서 근사영상 

은 한 단계 낮은 해상도에서의 영상을 담고 있으 

며，세가지의상세영상은원래의 영상과근사영상 

간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3장의 식을 이용하여 IKONOS 영상을 웨이브렛 

분해하였다. 1단계의 해상도에서 웨이브렛분해된 

영상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3으로 표현되던 영 

상이 그림 4에서는 근사영상과 수평， 수직， 대각선 

방향의 상세영상으로 각각 분해되어 표현되고 있 

다. 이러한 상세영상들은 해상도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상의 공죠F구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 

다. 따라서 영상의 질감정보를 추출할 때， 상세영 

상의 정보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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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웨이브렛 분해의 결과 

3) 훈련지역 설정 

분광특성을 분류할 때 전형적인 분광특성을 나 

타내는 구역을 분석가가 지정하면， 지정된 구역의 

분광특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영상을 분류한 

다. 여기서 분석가가지정한전형적인특성을나타 

내는 구역을 훈련지 역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 

형적인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구역을 선정하고 그 

질감특성을 파악하고자 훈련지 역을 선정하였다. 

영상에서 전형적인 토지이용이 나타나는 구역을 

일정크기로 잘라낸 후 그 구역의 질감특성을 분석 

하고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토지이용 특성을 가진 구 

역을 선정하여 훈련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각 훈련 

지역의 위치는 〈그림 5)와같다. 

그림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훈련지 역을 선 

정하였다. 각훈련지역은 200x200 화소로구성되 

었으며， 지상면적은 200mx200m이다. 훈련지역 

1은 서울의 은평구 지역이며 전형적인 도시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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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훈련지역의 위치 

피복특성이 나타나는지역이다. 훈련지역 1을확 

대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훈련지 역 2는 농경 

지의 특성이 나타나는 지 역이다. 그림 7과 같이 비 

닐하우스가 특정적인 경관을 보이고 있다. 훈련지 

역 3은 삼림지대의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그림 

8)과 같다. 훈련지 역 4는 나대지를 표현한 지 역으 

로 〈그림 9)와같다. 훈련지역 1의 경우복잡한가 

로망과 주택， 건물들이 표현되어 있어 복잡한 질감 

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훈련지 역 3과 4는 거의 질 

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훈련지역들을 대상으로 웨이브렛 분해의 

결과 나타나는 상세영상들을 이용하여 그 특성을 

비교해보고자한다. 

4) 영상특성의 비교분석 

훈련지역을 대상으로 화소 값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 

다. 그림에서 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최소값과 최대 



〈그림 6) 훈련지역 1 으| 영상 

〈그림 8) 흔련지역 3으| 영상 

값을 연결하고 있으며， 직사각형으로 표현된 부분 

은 평균에서 표준편차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에서와 같이 삼림을 제외하고는 모든 훈련지역의 

영상의 화소 값이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다. 즉 기 

존에 영상분류에서 사용되던 분광특성 분류기법 

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 렵다. 따라서 이 

들 훈련지역별로 화소의 분광특성보다는 질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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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훈련지역 2의 영상 

〈그림 9) 훈련지역 4으| 영상 

성을 조사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훈련지 역간에 차 

이가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해상도위성영상의 질감특성을측정하는 연구 

는 2장에서와 같이 화소간의 공간적 거리와 화소 

값의 차이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기볍들이 개발되 

어 왔다. 이들 기법들은 자료의 처리와 통계량의 

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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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400 

300 

200 

100 

o 
도λ| 농첩7\1 나대7\1 삼림 

〈그림 10) 훈련지역 화소 값의 통계적 특성 

양이 많은고해상도위성영상의 경우특히 많은시 

간과처리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브렛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세영상들을 질감분석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상 

세영상들이 웨이브렛 해상도 변화과정에서 원래 

의 영상과의 차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들 영상은 수평적인 화소의 차이， 수직적인 화소의 

차이 , 대각선상의 화소의 차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풍부한 질감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러 

한 세 가지 종류의 상세영상들을 각각 독립적인 공 

간축으로 형성하고 이러한 공간차원에서 4가지 훈 

련지역이 구분될 수 있는가를 통계적으로 비교하 

였다. 

통계적인 공간상에서 훈련지역이 어느 정도 분 

류될수 있는가를측정하는기법 중에 대표적인 기 

법이 분리도(dψergence)이다. 분리도는 훈련지역 

선정과정에서 수집되는 계급 통계의 평균과 공분 

산 행 렬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두 가지 계급 c와 d 

간의 통계적 차이가 있다면， c와 d간 분리도는 다 

음의 식에따라계산된다. 

α땀cd =웅 tr [(ι -때 (Vd-1 
_ Vc-

1
) ] 

+ 웅 tr [(ι1 _ Vd-1) (Mc-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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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며*]는 행렬의 trace 즉， 대각선의 합이다. 

Vc와 Vd는 두 계급간 공분산 행 렬이고， Mc와 Md는 

계급의 평균 벡터이다. 공분산 행렬 Vc와 Vd의 크 

기는 훈련 과정에서 사용된 밴드의 수에 의하여 결 

정된다. 즉 3개의 밴드가 샘되었으면， Vc와 Vd는 

3x3 차원의 행렬이다. 이 경우 분리도는 훈련자 

료의 3가지 밴드를 이용하여 두 개의 계급간의 통 

계적 분리도를 파악할 때 이용된다. 분리도는 절대 

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만이 가 

능하다. 따라서 이를절대적인수치로변환한수치 

가 1D(transfonned divergence)이다.1D는 다음 

과같이계산된다. 

~TT~ (- Dψer여 L) 7D띠= 2000 (1-않p~ 

m의 값은 값이 클수록 훈련지역들이 분류될 확 

률이 가장 높으며， 최대 2000까지 표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4가지 훈련지 역간의 1D의 측 

정결과는 표 1과 같다. 표에서와 같이 삼림과 경작 

지， 나대지와 경작지， 도시와 삼림간의 계급 분리 

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림과 

나대지， 그리고 도시와 경작지간의 분리도는 적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지역들이 뚜렷한 질감특성의 

차이를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분리도는 계급간의 분류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 

할수 있는효과적인 기법이다. 그러나 이 기법은 

기존의 분광분리도 측정에 주로 이용되어 왔기 때 

문에 영상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효율적으로 표현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Moran s 1를 이용하여 훈련지 역간의 분류정도를 측 

정하였다. 영상에서 인접한 화소간의 차이가 임의 

적인 것인가 어떤 법칙에 의한 것인가를 Moran s 1 

의 계산결과를 통하여 검정한다.8방향으로 인접한 



〈표 1) 훈련지역간의 TD 측정결과 

도시 경작지 나대지 삼림 

도시 138.27 986.04 1152.26 

경작지 1425.39 1603.13 

나대지 14.23 

삼림 

화소를 정의할 때 Moran s 1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있다. 

I = (관--'황 황 O;jZ;Zj 
’ A , N 

k.t1. :~;Z;' 

여기서 Zi = Xi-호이며， n은 영상의 화소수， A는 

인접하는 화소의 갯수이다. 그리고 Oij는 인접여부 

를 표현하는 변수로， i 화소와 j 화소가 인접할 경우 

는 1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Moran’ s 1 값이 클 경우 공간적 자기상관이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왜이브렛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상세 

영상을 대상으로 각각 Moran’ s 1를 측정하였다. 

이러한세 가지 종류의 상세영상들을각각독립적 

인 공간축으로 형성하고 이러한 공간차원에서 

Moran’ s 1 값의 거 리를 측정하였다. 훈련지 역간의 

Moran’ s 1 값의 거 리는 〈표 2) 와 같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질감특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웨이브렛 분해된 영상을 대상으로 TD와 

Moran’ s 1 거리를 측정하였다. 이 두 가지 측정기 

법은 훈련지역의 질감특성을 유사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들 측정기볍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하여 피어슨의 상관계수와 스피어만의 순위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0.7085 

로 나타났다. 즉 훈련지 역을 분류하기 위하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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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훈련지역간의 Morans’| 거리의 측정결과 

도시 경작지 나대지 삼림 

도시 83.84 63.47 7280 

경작지 10389 96.78 

나대지 18.45 

삼림 

된 m와 Moran’ s 1 거리의 측정결과가 거의 유사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상관관계 측정을 위한 경우 

의 수가 적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관관계 산출을 

위하여 비모수 통계기법인 스피어만의 순위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스피어만의 순위상관계수는 

0.7714로 더욱 두 가지 측정지표들이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분석하 

기 위하여 웨이브렛 분해된 상세영상을 이용한다 

면 보다 효율적으로 질감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으로사료된다. 

5. 결론 

1999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고해상도위성영상 

은 원격탐사와 GIS 분야에서 새로운 분석기법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의 저해상도 영상을 

처리하던 기법으로는 고해상도의 영상을 효과적 

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해상도 

영상의 처리기법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단지 공간 해 

상도가 높다는 특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위성영상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분광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분석에 사용되어 왔던 분광패턴 인 

식기법으로는효과적인 정보를추출할수 없다. 현 



웨이브렛 분해를 이용한 고해상도 위성영상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재 고해상도 영상은 기존의 항공사진을 대체하여 

지형도 작성과 고도자료 추출， 정사영상지도 제작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지표면의 다양한 지리정보 

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영상만을 분석하 

기 위한 연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영상의 특성을 파악하 

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웨이브렛 기법을 적용하 

였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 

의 감독분류 보다는 공간패턴인식을 위한 질감분 

석이 적합하다. 이러한질감분석을위하여 웨이브 

렛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세영상들을 추출하 

고， 훈련지역의 영상특성을 비교하여， 영상의 분 

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같다. 

첫째，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적 

용한 웨이브렛 분해는 해상도의 분해과정에서 발 

생하는영상간의 차이정보를담고있기 때문에，수 

평， 수직， 대각선 방향에서 영상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해된 영상을 통하여 

질감분석이 가능하다. 둘째， 웨이브렛분해된 영상 

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훈련지역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지수들을 적용하 

였다. 영상의 통계적 분리정도를 표현하는 m와 

영상의 공간분포 특성을 표현하는 Moran s 1를 적 

용한 결과 질감특성이 상이한 도시와 삼림， 나대지 

간의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 

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두 가지 측정지수들의 상 

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이들 지표들이 질감분석의 적 

용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분석을 위 

하여 훈련지 역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특성을 표현 

할 수 있는 지표들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몇몇 훈 

-와4-

련지역의 경우는 계급간의 구분이 적은 경우도 있 

다. 이러한점을보완하기 위해서는질감특성을측 

정하는 지표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 

며 , 또한 질감특성과 함께 분광특성도 고려한 새로 

운 영상처리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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