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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monitoring of urban area, target detection and building reconstruction have been
actively studied and investigated since high resolution X-band SAR images could be acquired by airborne
and/or satellite SAR systems. This paper describes an efficient approach to reconstruct artificial structures
(e.g. apartment, building and house) in urban area using high resolution X-band SAR images. Building
footprint was first extracted from 1:25,000 digital topographic map and then a corner line of building was
detected by an automatic detecting algorithm. With SAR amplitude images, an initial building height was
calculated by the length of layover estimated using KS-test (Kolmogorov-Smirnov test) from the corner
line. The interferometric SAR phases were simulated depending on SAR geometry and changable building
heights ranging from -10 m to +10 m of the initial building height. With an interferogram from real SAR
data set, the simulation results were compared using the method of the phase consistency. One of results
can be finally defined as the reconstructed building height. The developed algorithm was applied to repeat-
pass TerraSAR-X spotlight mode data set over an apartment complex in Daejeon city, Korea. The final
building heights were validated against reference heights extracted from LiDAR DSM, with an RMSE
(Root Mean Square Error) of about 1~2m.
Key Words : SAR amplitude, Interferometric SAR phase, TerraSAR-X, Phase consistency, Building

reconstruction.

요약 : 공간해상도 약 1 m의 고해상도 X-band SAR 위성이 이용되면서 SAR를 이용한 도심지 모니터링,

표적탐지, 건물 재구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TerraSAR-X SAR 영상을

이용한 도심지 건물 재구성을 수행하였다. 도심지 건물 재구성을 위하여 1:25,000 수치지형도로부터 건물

의 외곽선을 추출하였으며, 추출한 건물의 외곽선을 기반으로 SAR 영상에서 모서리반사 위치를 찾았다. KS

테스트(Kolmogorov-Smirnov Test)에 기반하여 고해상도 SAR 진폭영상의 건물 모서리반사 위치로부터

레이오버 길이를 측정하여 건물의 초기 높이를 설정하였다. 진폭영상을 이용하여 추출한 건물의 초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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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공간해상도 약 1 m의 고해상도 X-band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인 독일의 TerraSAR-X,
TanDEM-X와 이탈리아의 COSMO-SkyMED가 성공적

으로 발사되어 운용되고 있다. SAR 영상을 이용한 다양

한 분야의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시간적·공

간적 해상력이 뛰어나고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는 X-
band SAR 자료를 이용한 관측 기술 개발은 여러 분야로

활용 가능하다. 고해상도의 X-band SAR 영상을 활용한

도심지 변화탐측이나 표적탐지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Zhou, 2003; Soergel et al., 2005; Liao et al., 2008; Gao

et al., 2009). 국내에서도 최대 공간해상도 약 1 m의 X-
band SAR 센서가 장착된 인공위성KOMPSAT-5를 2013

년 8월 22일 발사할 예정으로 도심지 연구에 활용 가능

하다.

고해상도 SAR를 이용한 건물의 간섭위상과 진폭영상

분석 및 높이 정보 추출을 통한 건물 재구성에 대한 연구

가 다양하게 수행 되었다. Soergel et al.(2003a)은 SAR 진

폭영상에서 모서리반사(corner line)와 같이 건물의 외곽

선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현상의 분석을 통해 건물의 외

곽선을 찾고, InSAR (Interferometric SAR) 간섭위상으로

부터 건물의 높이 정보를 추출하였다. 건물에 의한 간섭

위상 프로파일은 레이더 신호의 측면관측 때문에 수직

구조물인 건물에서 레이오버(layover), 그림자(shadow),

모서리반사 등이 발생하며, 광학 영상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건물의 모양, 높이, 넓이 및 입사각에 따

라간섭위상프로파일의형태를시뮬레이션하여다양한

경우의 위상 분석을 수행하였다(Thiele et al., 2007). 특정

한 지붕 구조(e.g. gabled roof)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적인

간섭위상과 SAR 진폭영상으로건물의높이와외곽선정

보를 추출하고, 추출한 정보로 간섭위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건물 재구성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중 모서

리반사 정보를 이용하여 건물 외곽선을 추출하기 위해

서 특정한 구조물의 형태가 필요하므로, 편평한 지붕과

같은 구조물 형태에서 한계점을 나타낸다(Thiele et al.,

2010a).

이와 같이 고해상도 SAR 영상만 이용하여 도심지 건

물 재구성의 방법이 제안되었지만, SAR 데이터만을 이

용한 건물 재구성은 외곽선 추출에 사용하는 진폭영상

에 존재하는 여러 현상들(e.g. 모서리반사, 레이오버, 그

림자)에 의해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기존의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데이

터를 이용하여 정확한 건물 외곽선을 추출하고, InSAR

간섭위상을이용하여건물의높이를추출하였다(Soergel

et al., 2003b; Thiele et al., 2010b). 이 방법은 최대 허용 높

이 내에서 가정된 다양한 높이에서의 시뮬레이션된 간

섭위상과 실제 간섭위상과의 상관성을 이용하는 것이

다. 그러나 건물 객체를 고려한 간섭위상 시뮬레이션에

매우 긴 자료처리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관심

도심지역 전체에 적용하는 데에는 수행 속도면에서 한

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SAR 진폭영상만을 사용하여 초기 건

물 높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

하였다. 추출된 초기 건물 높이를 이용하여 설정된 최대

/최소 높이 범위 내에서 시뮬레이션된 간섭위상과

TerraSAR-X 간섭위상과의 위상 일치성 계산을 통해 건

물의 높이를 추출하였다.

2. SAR 영상에서 건물 객체의 특징

1) 고해상도 SAR 진폭영상에서의 특징

SAR는 측면관측에 의해 건물에서 특징적인 산란 현

상이발생한다. 대표적인특징은레이오버, 그림자, 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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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0 m에서 +10 m로 건물의 높이를 변화시키며 도심지에 적합한 간섭위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TerraSAR-X 간섭위상과의 위상 일치성 계산을 하였다. 위상 일치의 경향성 분석을 통해 건물의 높이를 설

정해 줌으로써 고해상도 SAR 영상을 이용한 도심지 건물 재구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전지역의 아파트 단

지에 적용한 결과, 진폭영상과 간섭위상을 이용하여 추정된 건물 높이는 LiDAR로부터 추출된 높이를 기준

으로 약 1~2 m 정도의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보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향후 TerraSAR-

X와 TanDEM-X 간섭쌍 자료에 적용할 경우, 보다 도심지 모니터링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리반사이다. 레이오버는 건물의 정상으로부터 반사되

어 오는 신호가 건물 아랫부분에서 반사되어 오는 신호

보다 먼저 도착할 때 발생하며, 그림자는 레이더 신호에

의해 신호가 도달되지 않은 지상영역을 나타낸다. 모서

리반사는 건물과 지표 사이의 수직적 구조에 의해 이중

반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폭영상에서 레이오버

보다 밝게 나타나며 건물 외곽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Fig. 1(a)). Fig. 1(b)는 건물에 의한 SAR 영상의 특징적인

산란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산란 특징들은 건물

같은 인공 구조물에서의 정보를 포함하며, 건물의 레이

오버 길이, 그림자 길이는 건물의 높이 정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된다. 건물의 레이오버의 길이는 위

성의 입사각을 이용하여 건물의 높이를 구할 수 있다. 식

(1)은 레이오버의 길이와 이용한 건물의 높이(He) 추정

식을 나타낸다. Lδrg은 레이오버의 길이로 레이오버 화

소 개수(L)와 range 해상도(δrg)의 곱으로 구하며, θ는 입

사각을 의미한다.

                                  He =                                    (1)

2) 고해상도 SAR 간섭위상에서의 특징

간섭기법(Interferometric SAR)은 두 번의 SAR 관측에

서 발생한 거리차를 이용하여 위상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 건물에 의한 간섭위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일정 수직

기선 거리에 의해 센서의 경로가 다른 두 SAR 영상을 측

정한다. 두 안테나 A1, A2에 의해 수신된 신호를 SAR 프

로세싱을 수행하여 range/azimuth 해상도로 매핑된 S1, S2
복소수 SAR 영상을 구할 수 있다. Fig. 2(a)의 수직 구조

물에서 위성 S1, S2에서의 신호의 중첩을 아래의 식 (2),

(3)에서 표현하고 있다(Thiele et al., 2007).

             S1 = a1A ejφr1A + a1B ejφr1B + a1C ejφr1C
               (2)

             S2 = a2A ejφr2A + a2B ejφr2B + a2C ejφr2C

             where
             a1n, a2n = magnitude of contribtor n
             φr1n, φr2n = phase of contributor n

Lδrg

cosθ

Urban Area Building Reconstruction Using High Resolution SA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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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AR amplitude image at a building (b) layover, corner line and shadow in SAR geometry.

Fig. 2. (a) Multiple contributions of InSAR measurement at
building location (Thiele et al, 2007) (b) InSAR phase
profile by building.



           S = S1S2* = a1ejφ1a2e_ jφ2 = a1a2ej(φ1 _ φ2)             (3)
              = (a1A ejφr1A + a1B ejφr1B + a1C ejφr1C)

(a2A e_ jφr2A + a2B e_ jφr2B + a2C e_ jφr2C)

위의 식을 기반으로 건물에 의한 위상을 계산하면 건

물의 넓이, 높이, 구조에 따라서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

다. Fig. 2(b)에서는 이러한 건물에서의 InSAR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InSAR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 값을 나

타내는 첫 번째 레이오버 점은 건물의 높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으며, 레이오버 부분의 신호는 지

표, 건물 벽면, 지붕에서의 신호들이 중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간섭위상의 프로파일에 기울어진 형태로 나타

나게 되며, 레이오버와 인접하게 모서리반사에 의한 위

상이 나타나고, 그림자에 의해 위상신호가 나타나지 않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Thiele et al., 2008).

3. 연구지역 및 자료

연구지역은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아파트 단지 지역

으로, 주변의 주택단지보다 높은 동남향 건물들이 위치

하고 있으며, Fig. 3은 연구지역을 나타내는 IKONOS 영

상이다. 연구에사용한TerraSAR-X 데이터는 2009년 3월

24일, 2009년 4월 4일에 취득된 range 방향 해상도 0.91

m, azimuth 방향 해상도 0.85 m의 고해상도 자료이다

(Table 1). 간섭기법 분석을 위해 필요한 DEM (Digital

Elevation Model) 생성 및 건물 외곽선 추출을 위해

1:25,000 수치지형도가 사용되었다. 수치지형도의 주곡

선(7111, 7112 레이어)을 이용하여 10 m 간격의DEM을

생성하였으며, 4115 레이어를 사용하여 10개 건물의 건

물 외곽선을 추출하였다. 10 m 간격의 DEM은 Yoon et

al.(2011)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간섭위상을 시뮬레이션

을 위해 0.5 m 간격으로 보간되었다.

건물 재구성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LiDAR DSM

(Digital Surface Model)에서 선택된 10개 건물들과 지표

의 정확한 높이를 해상도 약 0.6 m의 LiDAR DSM의 프

로파일 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 LiDAR DSM으로부터

추출한 프로파일은 Fig. 4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

TerraSAR-X 위성의관측방향에마주보는방향의지표의

높이를 기준으로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건물의 높이를

추출하였다. LiDAR DSM 프로파일분석을통한건물높

이 추출의 결과(Href), 10개 아파트 건물 모두 약 40 m 높

이를 보여주고 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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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udy area (a) IKONOS image and (b) building number.
(a) (b)

Table 1. TerraSAR-X data description.
Acquisition date 2009/03/24 2009/04/04

Heading Descending
Beam mode High Resolution Spotlight (HS)

Incidence angle 39.6°
Range pixel spacing 0.91 m

Azimuth pixel spacing 0.85 m
Wavelength 3.10 cm



4. 자료처리 및 분석

도심지 건물의 재구성을 위하여 Fig. 5의 방법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단일 궤도 관측 SAR 진폭영상만으로

는 건물의 정확한 외곽선 추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

치지형도의 건물 레이어 정보를 사용하였다. 수치지형

도로부터 건물 외곽선을 추출한 후, KS 테스트로 건물의

레이오버 길이 측정을 수행하여 건물의 초기 높이를 측

정 하였다(4.1). 건물의 초기 높이 설정은 불필요한 시뮬

레이션을 최소화 하여 효율적인 간섭위상 시뮬레이션

Urban Area Building Reconstruction Using High Resolution SA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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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owchart of building reconstruction based on the fusion of InSAR and GIS data.

Fig. 4. LiDAR height profiles of the selected buildings in the study area.



이 가능해진다. 간섭위상 시뮬레이션 수행의 결과는

TerraSAR-X 간섭위상 영상과 위상 일치성을 계산 하였

으며, 계산 값들의 두 개의 최적화된 직선의 교점을 건물

의 높이로 설정 해주는 방법으로 건물 재구성을 수행하

였다(4.2).

1) SAR 진폭영상을 이용한 건물 높이 추출

SAR 진폭영상으로부터 모서리반사와 레이오버를 이

용하여 건물의 초기 높이를 추출하였다. 건물의 초기 높

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1:25,000 수치지형도에서 추출

한건물외곽선을이용하여모서리반사가일어나고있는

위치를 고해상도 SAR 진폭영상에서 측정한 후, 모서리

반사 기준으로부터 레이오버 길이 측정을 수행하였다.

수치지형도로부터추출한건물의외곽선을이용하여

모서리반사를 정의할 수 있다. 레이더 좌표계로 변환된

각 건물영역(Fig. 6(a)에서 청색 영역) 중에서, 위성의 관

측 방향에 마주보는 건물면의 외곽선만 건물의 모서리

반사가 된다. 이러한 모서리반사를 자동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건물의 모서리반사 추출 알고리즘을 수행하였

다. 건물 내부 화소에 1을 그 외 화소에는 0을 저장한 이

진 영상을 생성한 다음, 각 행마다 열 방향으로 인접한

픽셀 값의 차분을 수행한다. 이때 차분 값이 1인 지점이

TerraSAR-X 위성의관측방향에서나타나는건물에의한

모서리반사 지점이 된다. 건물의 모서리반사 추출의 과

정 및 구체적인 알고리즘 흐름도는 Fig. 7과 같으며, 알고

리즘 적용을 통해서 연구지역 건물의 모서리반사 추출

결과는 Fig. 6(b)에서 보여주고 있다.

건물의 레이오버 길이 측정을 위해서는 앞에서 추출

한 모서리반사의 행렬기준으로 레이오버 화소를 정의

해주고, 위성의 관측 방향으로 이동해주면서 새로운 테

스트 화소를 찾고, 레이오버 화소와 테스트 화소의 KS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레이오버가 끝나는 지점

을 추출하였다.

레이오버 길이 측정에 사용한 KS 테스트는 두 벡터

데이터들의 연속 분산 값 비교를 하여 두 벡터가 일정 유

의 수준에서 기각 될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값이 도출

된다(Massey, 1951; Miller, 1956). 이러한 KS 테스트 방법

은 SqueeSAR 알고리즘에서 시계열 SAR 영상 자료로부

터 두 화소가 동일한 통계적 특성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Ferretti et al., 2011).

Fig. 8에서는 건물의 레이오버 길이 측정을 위한 전체적

인 알고리즘 흐름도와 개념에 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

다. 알고리즘 수행 결과, 모서리반사에서 레이오버의 끝

포인트까지의 픽셀 개수가 측정되며, 이 픽셀 개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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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Building footprint number and (b) corner line at each building.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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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ethod of finding the corner line.

Fig. 8. Proposed new method of detecting the layover length of building.



용하여 식 (1)로부터 건물의 초기 높이를 구할 수 있다.

측정된 10개 건물의 초기 높이 값(He)과 LiDAR DSM으

로 추출한 높이(Href)와 높이차(He - Href)와 평균(Mean),

표준편차(SD), RMSE를 Table 2에서 보여주고 있다.

2) 간섭위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건물 높이 추출

지형고도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는 저해상도

DEM (e.g. SRTM)을 이용한 간섭위상 시뮬레이션 방법

은 건물과 같은 수직 구조물에서 건물의 벽면, 건물의 지

붕, 지표의 신호가 중첩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직 구조물이 존재하는 도심지에서

고해상도DSM (e.g. LiDAR DSM)을 이용하여 간섭위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Yoon et al., 2009). 간섭위상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레이오버 지역과 같이 다중

산란체에 의해 후방산란이 발생하는 화소에서는 건물

벽에서 오는 신호만을 고려한 방법인 식 (4)을 이용하였

다. 1:25,000 수치지형도에서 생성된DEM 위에 건물 외

곽선을 중첩한 레이어를 이용하였으며, 간섭위상 시뮬

레이션은 4.1절에서 설정한 초기 높이를 기준으로 건물

의 높이를 변화 시켜주면서 시뮬레이션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건물 초기 높이()를 기준으로 최대/최소 허용 높

이를 설정하여 He -10 m부터 He +10 m까지 1 m 간격으

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총 21개의 시뮬레이션 결

과 중, 초기 높이(He) 기준 -10 m, 0 m, +10 m의 시뮬레이

션의 결과들은 Fig. 9에서 보여주고 있다.

                       S = (                         (4)

      S = InSAR 영상의 위상정보를 표현하는 복소수

      m = 후방산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수

      Δφm = 각 산란체로부터 계산된 phase 차

시뮬레이션 간섭위상과 TerraSAR-X 간섭위상 간의

일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상관

계수가 사용되었다(Thiele et al., 2010b). 상관계수 분석

을 위해서는 실제 간섭위상의 불구속화가 먼저 수행되

어야 하므로 잡음이 많은 경우, 불구속화시 오류가 증가

하여 정확한 상관계수 분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두 위상 간의 일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

상 일치성 방법을 이용하였다. 위상 일치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두 간섭위상의 복소수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이 구하였다.

                        X = |mean ( )|                         (5)

Isim과 ITSX는 시뮬레이션 간섭위상과 InSAR 간섭위상

을의미하며, Isim ITSX*은 Isim와 ITSX의켤레복소수(Conjugate)

를 의미한다. Fig. 10는 식 (5)의 분자를 벡터 합으로 표현

한 그림으로 낮은 위상 일치성의 경우는 다양한 방향성

을 가지고 있는 벡터들의 합으로 합벡터의 크기가 작으

며, 반대로 유사한 방향을 갖는 벡터들의 합은 합벡터의

크기가 커서 높은 위상 일치성을 갖게 된다.

ΣejΔφ1,    if m = 1
m

ΣejΔφwall,   if m > 1
m

Isim ITSX*

|Isim IT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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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ference height from Lidar and statistics of height estimated from SAR analysis

BD Reference height(Href)
[m]

Initial height(He)
[m]

Difference(He - Href)
[m]

Results of phase consistency(Hp)
[m]

Difference(Hp - Href)
[m]

BD1 40.07 41.32 1.25 42.26 2.19
BD2 40.01 40.14 0.13 44.82 4.81
BD3 40.00 41.32 1.32 42.19 2.19
BD4 39.81 41.32 1.51 43.43 3.62
BD5 40.50 43.68 3.18 42.31 1.81
BD6 40.01 42.50 2.49 43.64 3.63
BD7 39.94 43.68 3.74 42.03 2.09
BD8 40.39 42.50 2.11 42.07 1.68
BD9 40.28 43.68 3.4 42.10 1.82
BD10 40.27 41.32 1.05 42.16 1.89
Mean 40.13 42.15 2.02 42.70 2.57
SD 0.22 1.25 1.17 0.94 1.06

RMSE 2.42 2.91



위상 일치성 계산을 위하여 TerraSAR-X 간섭위상과

시뮬레이션 간섭위상을 이용하였으며, 위상 일치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 건물에 의한 간섭위상만을 추출하

여 비교하였다. Fig. 11은 시뮬레이션 높이별 위상 일치

성 계산 결과 그래프를 나타내며, 계산 값들의 경향성 검

사를 통해 RMSE 값의 합이 최소인 두 개의 최적화된 직

선을 찾아 두 선의 교점을 건물의 높이로 설정해 주었다.

Table 2는 위상 일치성 계산으로 생성된 높이(Hp)와 건물

의 기준 높이(Href), 두 건물 높이의 차이(He - Href), 평균

(Mean), 표준편차(SD), RMSE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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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hematic diagram of the numerator sum of phase consistency.

Fig. 9. (a) Interferogram of TerraSAR-X pair and (b), (c), (d) simulated interferogram with the building of He - 10m , He + 0m, and He + 10m.



5. 실험 결과 토의

고해상도 SAR영상을 이용하여 도심지 건물 재구성

수행의 결과를 LiDAR로부터 추출된 높이(Href)를 기준

으로, KS 테스트를 통해 추출한 초기 높이(He)와 위상 일

치성 계산으로 추출한 건물 높이(Hp)들과의 차이를 분

석해 보았다. 초기 높이(He)의 경우, 기준 높이와의 차이

(He - Href)가 최소 0.12 m에서 최대 3.73 m를 보이며,

RMSE 값은 2.42 m, 평균은 2.02 m, 표준편차는 1.17 m

을 보이고 있다. 위상 일치성 계산으로 구한 건물의 높이

(Hp)의 경우는 기준 높이와의 차이(He -Href)가 최소 1.68

m에서최대 4.81 m이며, RMSE 값은 2.91m, 평균은 2.57

m, 표준편차는 1.06 m으로기준높이(Href)와의차이가초

기 높이(He)보다 더 크지만, 표준편차가 더 작은 것을 확

인하였다. 이는 위상 일치성 계산으로 추출한 건물의 높

이값(Hp)이기준높이(Href) 기준으로약 +2.6 m만큼건물

높이가 높게 측정된 경향성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진폭영상으로부터 추출한 건물 높이와 위상 일치성

계산을 통한 건물 높이가 다소 높게 측정되는 이유를 확

인하기 위하여 LiDAR DSM 프로파일 분석 및 연구지역

건물의 항공사진을 확인하였다. Fig. 12(a)는 연구지역의

LiDAR DSM이며, P에서 P’까지 건물에 의한 프로파일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29, No.4, 2013

–370–

Fig. 11. Estimation of building height from phase consistency.



을 Fig. 12(c)에서 보여주고 있다. 건물의 양쪽 끝에 1 m

의 울타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건물 지붕 중간 중간에

5 m의 구조물이 있음을 프로파일에서 확인하였다. 이

구조물은 계단식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위치의 꼭대기에 존재하는 구조물로 Fig. 12(b)의 항공사

진으로도 지붕 위에 튀어나온 형태의 구조물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건물 외벽의 높이는 최소한 기준 높이

(Href)에1 m를더해야하므로, 평균오차는약1 m와1.57 m

로 줄어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편평한 지붕의 건물이

라는 가정으로 간섭위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므

로, 5 m의 구조물에 의한 간섭위상의 영향 때문에 오차

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구조물은 강한 후방산란

을 발생시키므로 SAR 진폭영상 분석에서도 오차를 발

생시킬 수 있다.

진폭영상을 이용한 방법은 단일 SAR 영상만이 이용

가능할 경우 적용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지만, 레이오버

지역에서의 영상 밝기값이 주변 지역 밝기값과 통계적

으로 다를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진

폭영상을 이용하여 추출된 건물의 높이와 간섭위상 일

치성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지만,

TanDEM-X/TerraSAR-X SAR 자료와 같이 두개의 SAR

영상이 동시에 획득된 자료의 간섭영상은 긴밀도가 매

우 높기 때문에, 간섭 위상 일치성을 이용할 경우 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 TanDEM-X/TerraSAR-X SAR 자료가 수집되면 수

행할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25,000 수치지형도와 고해상도

TerraSAR-X SAR 영상을 이용하여 도심지 건물 높이 추

출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진폭영상만을 이용한

건물 외곽선 추출의 방법은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연구

지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최소한 두 방

향 이상의 관측방향에서 획득된 SAR 자료가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GIS데이터를 이

용하여 건물 외곽선을 추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

한, 고해상도 간섭위상 시뮬레이션은 많은 자료 처리시

간을 요구하므로, 각 건물 높이에 대한 초기 추정치 없이

반복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SAR 진폭영상을 KS 테스트 수행으로 건물의 레

이오버 길이 측정을 통한 초기 높이 설정의 방법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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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 LiDAR DSM, (b) airborne image (http://map.naver.com), (c) height profile of building roof, building height with structure
(R), fence (G) and plan roof (B), Ground elevation is 105m.



하였다. KS 테스트를 수행하여 건물의 초기 높이 설정의

결과는 최소 0.12 m, 최대 3.73 m의 오차가 존재 하였으

며, SAR 진폭영상의 건물에 의한 레이오버 길이 측정으

로 정확한 건물 높이 추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간섭위상 시뮬레이션 결과와 TerraSAR-X 간섭위

상의 위상 일치성 계산을 이용하여 건물의 최종 높이 추

출의 결과, 최소 1.68 m, 최대 4.81 m의 오차가 존재 하였

고, 오차의 평균이 2.91 m, 표준편차가 1.06 m로 건물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

었다. 이는 건물 지붕에 존재하는 5 m 높이의 구조물과

1 m의건물지붕외곽에존재하는울타리를고려하지않

고, 단순히 편평한 건물에 의한 간섭위상 시뮬레이션이

수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erraSAR-X spotlight
SAR 자료와 같은 1 m 공간해상도의 SAR 자료의 진폭영

상과 간섭위상을 이용하여 건물의 높이를 추정할 수 있

음을 보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향후 동시에 획득되는

TerraSAR-X와TanDEM-X SAR 간섭쌍자료에적용할경

우, 도심지 건물 높이 측정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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