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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n efficient image fusion method to be appropriate for the KOMPSAT-
2 and 3 satellites. 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the well-established component substitution (CS)
approach. The proposed method is divided into two parts: 1) The first step is to create a intensity image
by the weighted-averaging operation of a multi-spectral (MS) image and 2) the second step is to produce
an optimal high-frequency image using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the original MS and panchromatic
(PAN) images.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evaluated in both quantitative and visual
analysis. Quantitative assessments are performed by using the relative global dimensional synthesis error
(Spatial and Spectral ERGAS), the image quality index (Q4), and the spectral angle mapper index (SAM).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sessment results show that the fusion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improved in both the spectral and spatial qualities when it is compared with previous CS-based
fus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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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은 아리랑 2호와 3호에 대한 고해상 다분광 영상 제작을 위한 효과적인 영상융합 기법을 제

시한다. 제안된 기법은 널리 알려져 있는 CS 기반의 영상융합 기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제안된 기법의 융

합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중 평균된 다분광 영상을 이용한 Intensity 영

상의 제작 단계와 두 번째는 최적화된 융합 매개변수를 통한 고주파 영상의 생성 단계이다. 제안된 기법에서

는 기존의 방법을 개선한 다른 새로운 형식의 융합 매개변수를 정의하였으며, 이는 고주파 영상, 전정색 영

상과 다분광 영상 간 공분산/분산 비를 이용하여 도출된다. 본 알고리즘의 평가를 위해서 기존의 융합 방법

들의 결과와 정량적, 시각적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량적 분석에는 Spatial ERGAS, Spectral ERGAS,

SAM, Q4 평가 지표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제안된 기법은 기존의 CS 기반의 영상융합 기법에 비하여 공

간적/분광적인 측면에서 모두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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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고해상도 영상지도의 제작, 지형정보의 시계열

분석과 같은 양질의 공간정보를 응용하는 기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다양한 공간정보 분야에 원격탐

사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공

간해상도와 다양한 분광특성을 가진 위성영상의 획득

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간해상도와 분광해상도는 서

로 상충 관계에 있어, 위성 영상의 촬영 시점에서 전정

색 영상과 같이 높은 공간해상도를 지니는 다분광 영상

을 생성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Aiazzi et

al., 2002). 이 같은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간

해상도가 높은 전정색 영상과 분광해상도가 높은 다분

광 영상을 수학적으로 융합하여, 기존 다분광 영상의 공

간해상도를 강제적으로 증가시키는 다양한 형식의 영

상융합 기법들이 개발되었다(Zhang, 2004). 기 개발된

영상융합 기법은 크게 Multi-resolution Analysis (MRA)

기반의 융합기법과 Component-Substitution (CS)기반의

융합기법으로 구분되며, 영상융합 시 사용되는 고주파

영상의 생성 방법의 차이에 따라 분류된다. MRA 기반

의 융합기법의 경우, 전정색 영상에서 고주파 영상을 직

접 추출하는 형태를 지니며(Vaidyanathan, 1992), CS 융

합기법은 다분광 영상에서 intensity영상을 추출하여 이

를 전정색 영상과 차분하는 형태를 지닌다. 이론적으로,

MRA기법은 전정색 영상에서 직접 추출된 고주파 영상

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광왜곡이 적다는 장점을 지니지

만, 저역 필터 적용 과정에 있어 발생되는 aliasing 현상

으로 공간해상도의 저하가 발생 되는 단점이 있다

(Yocky, 1996). 반면 CS 기반의 기법은 간단하고 빠른 속

도를 지니며, 공간해상도 왜곡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

기 때문에 MRA 기반의 기법에 비해 높은 활용도를 보

인다.

CS 기반의 영상융합 기법의 초기 모델은 Tu et

al.(2001)에 의해 제안된 IHS 융합 기법이다. IHS 융합 기

법에서는 Red, Green, Blue 밴드영상을 IHS 변환하여

intensity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전정색 영상과 차분하여

고주파 영상을 생성한다. 그러나 IHS 융합 기법을 통해

생성된 intensity 영상과 전정색 영상 간 대역 범위에 따

른 분광특성의 차이로 색상 왜곡이 빈번히 발생되는 단

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NIR 밴드영상을

포함하여, intensity 영상을 제작하는 Generalized IHS

(GIHS)기법이 제안되었으며, 현재 구분되고 있는 다양

한 CS 기반 기법들의 원형이 되었다(Tu et al., 2004). 한

편, Laben and Brower(2000)는 그램-슈미트 직교화를 기

반으로 하여, 분산-공분산 비를 통해 계산된 매개변수

를 사용하는 GS기법을 제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정되는 intensity영상을 사용하여, 한층 진보된

형태의 GS Adaptive (GSA)기법을 제안 하였다(Aiazzi et

al., 2007). Garzelli et al.(2008)는 변조전달함수(Modulation

Transfer Function)에 따라 공간해상도를 강제적으로 낮

추고, 매개변수를 밴드별 상관도를 따져 새롭게 정의한

Band-Dependent Spatial Detail (BDSD)를 제안하였으며,

Rahmani et al.(2010)는 고주파 정보 추출 시 다분광 영상

에서의 선형조합계수를 사용하는 Adaptive IHS (AIHS)

를 제안하고 그 효용성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적절한 계

수가산정되지않을경우, 과도하게선형정보를제거하게

되어 영상이 흐려지는 단점이 발생되었다. 이를 보완하

기 위하여, Leung and Liu(2014)는 각 밴드 별 고주파정보

주입 정도를 계산하여 보완하는 Improved AIHS (IAIHS)

가 제안되었다.

전술된 CS 기반의 융합기법들은 다분광 영상과 고해

상도 전정색 영상의 세부 공간정보의 특징이 다른 경우

에도 고해상 전정색 영상과 유사한 공간 해상력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연산 처리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실질적

활용이 가장 높은 융합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센서 간 세부적인 특성차이로 인하여, 동일

한 융합기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센서에 따라

일관적인 융합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되

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CS 기법의 문제점들을

개선한 아리랑 2호와 3호에 적합한 새로운 영상융합 알

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한다. 융합 영상의 왜곡 정도를 평

가하는ERGAS 지수를 기반으로 발생 가능한 왜곡량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융합계수를 정의 하였으며, 이를 아

리랑 2호와 3호에 적용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존 CS 기반의 대표적 영상융합 기법인 GIHS, GS1,

GSA와의 상대적 비교 분석을 통하여, 제안된 융합 기

법의 성능을 정량적, 시각적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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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인 영상융합 기법

원격탐사 분야에서의 영상융합 기법은 저해상 다분

광 영상의 공간해상도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Pansharpening 기법으로 불리고 있다. 기본적인 원리는

높은 공간해상도를 지닌 고해상 전정색 영상으로 부터

고주파 영상을 추출하고, 이를 저해상 다분광 영상에 주

입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만약 고해상의 다분광 영상이

획득 가능하다면, 이는 고주파 영상과 저주파 영상으로

분해 할 수 있다. 이때, 전술된 저주파 영상은 실제 획득

가능한 저해상 다분광 영상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고주

파 영상만 인위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면, 두 영상의 합

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고해상 다분광 영상을 간

접적으로 추정 할 수 있다. Ml
k과 Ph를 실제 위성에서 촬

영될 수 있는 저해상 다분광 영상과 고해상 전정색 영

상, Mh
k를 고해상 융합영상이라고 정의할 때, 앞서 전술

한 융합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Tu et al., 2004).

                  Mh
k ≈ Ml

k + αk·High(Ph, Ml
k)                   (1)

여기서 High(Ph, MI
k )는 고해상 전정색 영상과 저해

상 다분광 영상의 k번째 밴드 간 수학적 영상을 통해 추

출된 고주파 영상, αk는 융합 매개변수이다. 결과적으로

기 개발된 다양한 영상융합 기법은 High(Ph, Ml
k)와 αk의

정의 및 계산 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어 진다. 이와

같은 영상융합 기법은 크게 MRA 기법과 CS기반의 알

고리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High(Ph, Ml
k)의 추

출 방법론에서 세부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1) MRA 기반의 영상융합 기법

MRA 기반의 영상융합 기법에서는 영상융합 기법에

서 요구하는 고주파 성분을 고해상 전정색 영상으로부

터 직접 추출한다. 보통 고해상 전정색 영상에 저역 필

터를 적용하여 저주파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차분하여

고주파 성분을 획득한다. 이는 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Mh
k = Ml

k + αk·[Ph _ Pl ]                        (2)

여기서, Ph는 고해상 전정색 영상, Pl는 고해상 전정

색 영상에서 추출된 저주파 영상을 의미한다. 고해상 전

정색 영상에서 저주파 영상의 추출방법은 영상 크기의

축소 유무에 따라 영상 피라미드를 이용한 방법과 필터

링 기반의 기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세분화 될 수 있다.

영상 피라미드는 웨이블렛 변환 라플라시안 파라미드

등의 기법에 기반하여 고해상 영상으로부터 저주파 영

상을 생성하는 방법이며, 영상의 크기의 변화 없이 필

터링 기법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일반 low pass 필터링을

적용하는 방법과 a’trous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 등이 있

다(Choi, 2010).

2) CS 기반의 영상융합 기법

CS 기반의 융합기법에서는 저해상 다분광 영상을 가

중 평균하여 가상의 intensity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고

해상 전정색 영상에서 차분하여 고주파 정보를 추출한

다(Aiazzi et al., 2007)

           Mh
k = Ml

k + αk·δh = Ml
k + αk·[Ph _ Il ]            (3)

위 식에서 Mh
k는 융합기법을 통해 생성된 고해상의

다분광 영상, Ml
k와 Ph는 위성에서 촬영된 저해상 다분

광 영상과 고해상 전정색 영상이다. αk는 밴드별 융합

매개변수, δh는 저해상 다분광 영상에 삽입되는 고주파

영상을 의미하며, Il는 저해상 다분광 영상을 가중 평균

한 intensity 영상이다. 이때, intensity 영상은 아래의 식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Il = ck·Ml
k + c0                            (4)

여기서, ck(k = 0, 1, 2, 3, Nb)는 intensity 영상의 제작과

정에서 적용되는 밴드별 가중치를 의미하며, 다분광 영

상과 전정색 영상 간의 회귀분석 등 서로 다른 알고리

즘 적용을 통해 다양한 세부 기법으로 구별된다.

3. 제안한 영상융합 기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융합 기법은 기본적인

CS 기반 융합기법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최

적화 매개변수를 적용하여 이전 기법들과 비교하여 보

다 효과적인 융합 성능을 도출하였다. 앞서 전술한 바

와 같이 CS 기반 융합기법은 고주파 영상의 융합 매개

변수 αk와 intensity 영상 Il의 생성에서 사용되는 밴드별

가중치 ck(k = 0, 1, 2, 3, Nb)의 차이에 따라 세부적인 융

합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Nb

Σ
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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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밴드별 가중치(ck)

CS 기반 기법의 기본 모델인 GIHS 기법은 기존의

IHS기법을 개량한 것으로 NIR 밴드 영상을 포함한 다

분광 영상의 단순 평균을 통해 intensity 영상을 제작한

다. 그러나 각 밴드별 공간/분광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

아, 불필요한 분광 정보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융합영상의 분광 왜곡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intensity 영상 제작 시,

다분광 영상과 전정색 영상 간 선형 회귀식을 적용하여,

밴드별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Aiazzi et

al., 2007).

                          Pl = ĉk·Ml
k + ĉ0                            (5)

여기서, Ml
k는 저해상 다분광 영상, Pl는 저해상 다분

광 영상의 크기로 축소된 전정색 영상, ĉk(k = 0, 1, 2, 3,
Nb)는 선형회귀 변수, ĉ0는 전정색 영상과 다분광 영상

간 화소범위를 보정하는 회귀 상수 이다. 이와 같이, 저

해상 전정색 영상과 저해상 다분광 영상 사이에서 계산

된 회귀 계수 ĉk(k = 0, 1, 2, 3, Nb)는 고해상 전정색 영상

과 고해상 전정색 영상의 크기로 보간된 다분광 영상의

차분으로 계산되는 intensity 영상의 제작에 사용된다(식

4).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법의 경우, 밴드별 가중치 ck

는 전술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2) 융합 매개변수(αk)

융합 매개변수 αk는 고해상도 전정색 영상에서 추출

된 고주파 정보의 주입 비율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

에 융합 매개변수가 상대적으로 클 경우, 공간 해상력

은 증가 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분광 왜곡을 야기 시

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Aiazzi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기본의 방법을 개선한 다른 새로운 형

식의 융합 매개변수를 정의하였으며, 이는 고주파 영상,

전정색 영상과 다분광 영상 간 차분 영상의 공분산/분

산 비를 이용하여 도출된다(식 6).

                       αk =                         (6)

이 때, δh는 고주파 영상, coυ는 공분산, υar는 분산을

의미하며, 
_
Ph는 전정색 영상을 각각의 다분광 영상 Ml

k

의 평균과 분산이 일치되도록 히스토그램 매칭을 수행

한 영상이다. 식(6)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제안

된 매개변수는 공분산과 분산의 비를 기본으로 하며, 전

정색 영상과 밴드별 다분광 영상의 상대적인 차이로 인

해 고주파 영상 생성 시 왜곡되는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

하여, 각 밴드별 특성이 적용된 매개 변수를 계산하였

다. 제안된 융합 매개변수는 고주파 영상 만을 추가적

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기반으로 한 CS기

법 외에 MRA 기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폭넓은 활용범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실험 및 평가

1) 실험 방법

융합된 영상의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고해상의 전정

색 영상과 동일한 해상도를 지니는 다분광 영상과의 상

대비교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참조 영상은 실

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

라 실험 영상의 공간해상도를 인위적으로 감소시켜 융

합과정을 진행하고, 실제 존재하는 다분광 영상과의 유

사성 평가를 통하여 최종적인 융합기법의 성능을 평가

하는 평가 프로토콜이 제시되었다(Wald, 1997). 정량적

비교를 위한 평가 지표로는 Spatial ERGAS, Spectral

ERGAS, Q4, SAM을 사용하였다.

Spatial ERGAS는 Lillo-Saavedra and Gonzalo(2006)

이 제안한 방법으로 히스토그램 조정된 전정색 영상과

융합된 다분광 영상 사이의 Root Mean Square Error

(RMSE)로 계산되며,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흑백영상

이 지닌 공간해상력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식 7).

  ERGASspatial = 100  (   )    (7)

여기서, h와 l은 전정색 영상과 다분광 영상의 공간

해상도이며, NB는 융합영상의 밴드의 수를, Bi는 i번째

밴드를, Mi는 다분광 영상 i번째 밴드의 평균복사휘도

를 의미한다. Spectral ERGAS는 Ranchin and Wald(2000)

이 제안한 방법으로 융합영상의 전역적인 분광왜곡량

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제안하였으

며, 이는 다분광 영상과 융합된 다분광 영상의 RMSE로

부터 계산된다. 또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분광 왜곡

Nb

Σ
k = 1

coυ[δh, ( 
_
Ph _ Ml

k)]
υar(δh)

NB

Σ
i = 1

h
l

1
NB

RMSE2spatial (Bi)
M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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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작다는 것을 의미 한다(식 8).

  ERGASspectral = 100  (   )   (8)

Q4(Alparone et al., 2007)는 Sangwine and El(2000)의 4

가지 이론을 사용하여, 구조적인 유사성을 평가 하는Q

index(Wang and Bovik, 2002)를 일반화한 방법으로 0에

서 1사이 값을 가지며, 가장 이상적인 값은 1이다(식 9).

               Q4 =                  (9)

여기서, z1와 z2은 융합영상과 원 다분광 영상의 방사

벡터, σz1, σz2, σz1 z2는 z1와 z2사이의 표준편차와 공분산,
_
z1

와
_
z2는 평균값을 의미한다.

SAM(Kruse et al., 1993)은 원래의 다분광 영상과 융합

된 영상의 방사 벡터 간의 내적-코사인법칙에 의해 정

의 된다(식 10).

             SAM(υ, υ̂) = arccos (  )             (10)

여기서, υ와 υ̂은 원 다분광 영상과 융합된 영상의 방

사 벡터이며, < υ, υ̂ >은 두 방사 벡터 원소들 사이의 곱

의 합, || υ ||2·|| ̂υ ||2은 두 벡터 간 내적을 의미한다. 이 같

이 계산된 값들을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radian단위의

SAM값을 계산하게 된다. 만약, SAM이 0에 가깝다면 융

합된 영상의 방사왜곡이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2) 실험 영상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영상은 국내에서 개발된

KOMPSAT-2와 KOMPSAT-3 위성으로 촬영한 공간해

상도 1 m(4 m)와 0.7 m(2.8 m)의 고해상 영상이다. 효율

적인 실험 수행을 위하여 다분광 영상 기준으로 512 by

512 크기의 부분 영상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정량적·시각적 분석을 통하여, 영상융합기법의 성

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센서 및 데

이터의 세부적인 사항은 Table 1과 Fig. 1과 같다.

3) 실험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영상융합 기법의 성능평가를 위

하여, 도심지역을 촬영한KOMPSAT-2와KOMPSAT-3

영상을 활용하였으며, CS 기반의GIHS, GS1, GSA 기법

과의 상대적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융합기법의 평가는 초기의 실험영상의 공간해상

도를 강제적으로 저하시켜 수행하였다. 이때, 공간해상

도의 저하는 밴드별 MTF 필터링을 적용하였으며 ,

Bicubic 보간법을 활용하였다. 융합된 영상에 대한 품질

평가는 시각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병행하여 진행하

였으며, 공간정보의 향상과 색상정보 보존의 관점에서

각 결과물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 Table 2는 Spatial/

h
l

1
NB

NB

Σ
i = 1

RMSE2spectral (Bi)
Mi

2

|σz1 z2|
σz1 σz2

2σz1 σz2

σ2z1 σ2z2

2| 
_
z1| | 

_
z2|

| 
_
z1|2 + | 

_
z2|2

< υ, υ̂ >
|| υ ||2·|| 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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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tested KOMPSAT-2, KOMPSAT-
3 images
Sensor K-2 K-3

Multispectral
resolution/size

4 m
512×512

2.8 m
512×512

Panchromatic
resolution/size

1 m
2048×2048

0.7 m
2048×2048

Surface Properties Complex 
Urban area

Complex
Urban area

Fig.1. Test images: (a) KOMPSAT-2 image(512 by 512 at 4 m scale), (b) KOMPSAT-3 image (512 by 512 at 2.8 m scale).
(a) (b)



Spectral ERGAS, Q4, SAM 평가지표를 통해 도출된 정

량적 평가 결과를 약술하며, Table 3는 각 융합기법 별

상대적인 분광 왜곡 감소량과 공간해상도 증가량을 표

현한 결과이다. 또한, Fig. 2-3은 각각 KOMPSAT-2와

KOMPSAT-3 영상으로 실험된 결과물을 도시한다.

두 영상에서 도출된 정량적 평가 결과는 매우 유사한

특징을 나타냈다. Table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GIHS 융합결과는 Spatial ERGAS를 제외하고 모든 분

광 왜곡량의 평가에 있어 가장 낮은 순위의 수치를 나

타냈다. GIHS는GS1, GSA및 제안된 기법과 달리 융합

매개변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즉, GIHS에서는 고주파

영상과 저주파 영상 간 분광특성의 차이가 적절히 보정

되지 않으며, 전술된 특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내는 위

성영상일 경우 더 큰 색상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 GS1

융합결과는 공간해상력의 증가에 있어 가장 높은 순위

를 나타냈으며, GIHS 융합결과와 비교하여 공간해상

력 및 분광 왜곡량의 측면에서 모두 향상된 결과를 나

타냈다. GSA의 융합결과는 공간해상력의 향상 측면에

서 가장 낮은 순위를 나타냈으나, 분광 왜곡량의 감소

측면에서는 다소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제안된 기법의

경우, 분광 왜곡량의 감소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순위

를 나타냈다. 비록, SAM의 경우 GSA의 융합결과에서

다소 높은 순위를 보였지만, 이는 평가지수 자체의 불

완전성에 기인된 것으로 해당 평가 지표의 경우, 각 영

상 간 방사 벡터의 각도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색상의 유

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나, 화소위치에서의 밝기 및

채도에 대한 왜곡은 반영하지 못하는 특성에 따라 나타

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Oh et al., 2014).

각각의 기법의 융합 결과에 대한 상대적인 세부분석

을 위하여, GIHS 기준의 GS1 변화량, GS1 기준의 GSA

변화량, GSA 기준으로 제안된 기법의 변화량을 계산하

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에 표현 하였다. Table 3의 수

치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은 기준 된 기법과 비교하여,

대상 기법의 공간 및 분광보존력이 상대적으로 상승되

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GIHS에 대한 GS1의 상대적 변

화량의 경우, 두 위성 영상 모두에서 공간해상력 평가

지수와 분광 왜곡량 평가지수 모두에서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 GS1에 대한 GSA 변화량의 경우, 공간 평가

지수 변화량은 KOMPSAT-2 영상 및 KOMPSAT-3 영

상에서 각각 -17.054%과 -19.433%으로 다소 저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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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ative pan-sharpening results

Dataset Method
Spatial Spectral

Spatial ERGAS
(Ideal value: 0)

Spectral ERGAS
(Ideal value 0)

Q4
(Ideal value: 1)

SAM
(Ideal value: 0)

K-2

GIHS 3.278(2) 2.346(4) 0.919(4) 2.676(4)
GS1 3.225(1) 2.319(3) 0.921(3) 2.589(3)
GSA 3.775(4) 1.920(2) 0.922(2) 2.440(1)

Proposed 3.721(3) 1.894(1) 0.926(1) 2.460(2)

K-3

GIHS 3.050(2) 3.427(4) 0.791(4) 2.043(4)
GS1 3.031(1) 3.410(3) 0.792(3) 1.916(3)
GSA 3.620(4) 3.092(2) 0.794(2) 1.840(1)

Proposed 3.616(3) 3.085(1) 0.798(1) 1.877(2)

Table 3. Relative ratio of changes of quality scores for the K-2/3 image

Dataset Method
Spatial Spectral

Spatial ERGAS Spectral ERGAS Q4 SAM

K-2
GIHS GS1 1.617% 1.151% 0.218% 3.251%
GS1 GSA -17.054% 17.206% 0.109% 5.755%
GSA Proposed 1.430% 1.354% 0.543% -0.820%

K-3
GIHS GS1 0.623% 0.496% 0.126% 6.216%
GS1 GSA -19.433% 9.326% 0.253% 3.967%
GSA Proposed 0.110% 0.226% 0.504% -2.011%



을 확인 할 수 있지만, 모든 분광평가 지수에 대하여

GSA 기법이 우수한 값을 가지는 특징을 나타냈다. 또

한, 분광 왜곡지수 변화량의 경우, KOMPSAT-2 영상에

서의 Spectral ERGAS, Q4, SAM 수치의 변화량은 각각

17.206%, 0.109%, 5.755%로, KOMPSAT-3 영상에서의

9.326%, 0.253%, 3.967%과 비교하여, Q4를 제외한 두 평

가지수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향상을 나타냈다. GSA

기법의 경우, GS1에 비해 분광 왜곡량이 감소되었지만,

공간해상력의 측면에서는 유사한 비율에서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는 공간해상도와 분광해상도 간 trade-off

관계를 명확히 설명한다. 한편, 제안된 기법은 GSA 기

법과 비교하여, 공간 및 분광보존력이 모두 향상된 결

과를 나타냈다. 즉, Spatial ERGAS의 경우, 두 영상에서

1.430%와 0.110%의 공통된 향상을 나타냈으며, Spectral

ERGAS는 1.354%와 0.226%, Q4에 서 는 0.543%와

0.504%로 상승된 수치를 나타냈다. 비록, SAM의 변화

량은 각각 -0.820%와 -2.011%로 다소 감소된 수치를 보

였지만, 이는 앞서 전술된 SAM 지수의 불완전성에 의

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하는 점

은 제안된 기법의 융합 결과는 기존 GSA 기법과 비교

하여, 공간 및 분광 보존력이 모두 향상되었다는 것이

다. GSA 기법은 CS 기반의 융합기법 중 가장 대표적인

융합 기법으로 실제 상용소프트웨어에도 탑재되어 널

리 활용되는 있는 융합기법이다. 즉, 현재까지 제안되고

있는 CS 기반 융합기법은 GSA 기법을 기준으로 분광

보존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간 보존력을 향

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제안된 기법은

GSA 기법과 비교하여, 공간 및 분광 보존력을 모두 향

상시킨 특징을 나타냈으며, 더불어 공간 및 분광 보존

력 간 trade-off 관계를 상대적으로 완화시켰다는 점에

서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Fig. 2-3은 각각KOMPSAT-2 영상과KOMPSAT-3 영

상에 각각의 영상융합 기법을 적용하여 생성된 영상융

합 결과이다. Fig. 2-3의 (c), (d) 그리고 (e), (f)의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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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usion results of the KOMPSAT-3 test image: (a) Original MS and (b) PAN images, and (c) GIHS, (d) GS1, (e) GSA and (f)
proposed fused images.

(d) (f)

(c)(b)(a)

(e)



반적으로 유사한 색상의 톤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붉은색 계통의 색상차이가 뚜렷이 관찰

되며, 특히 (c), (d)의 경우, 다소 바랜 듯한 색감을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c), (d) 기법의

경우, 밴드별 가중치(Ck)를 모두 1로 통일하여, 밴드별

로 지니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결과적으로

융합과정에서 각 밴드가 지니고 있는 원 색상을 왜곡시

키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Fig. 2-3의

(d), (e), (f)의 경우 , 분광왜곡량을 측정하는 Spectral

ERGAS, SAM, 종합 지수인 Q4의 경우에 모두 (c)보다

나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c)와는 다르게 (d), (e), (f)가

분산-공분산 비를 활용한 융합 매개변수를 사용하였다

는 점에 기인한다. 즉, (d), (e), (f)는 매개변수를 통해 분

광왜곡량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비율의 고주파 정보를

주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결과 (Fig. 2(f), Fig. 3(f))는 기존

GSA 방법(Fig. 2(e), Fig. 3(e))과 유사하거나 좋은 융합결

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전술한

정량적 평가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제안한 알고리

즘은 기존의 융합 기법에 비하여 분광적/시각적 측면

에서 모두 우수한 융합결과를 나타냈다.

5. 결 과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CS 기법을 기반으로 아리랑 2

호와 3호에 적합한 영상융합 알고리즘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분광 영상과 intensity 영

상 간의 공분산/분산 비를 이용하여, 보다 최적화된 융

합 매개변수를 추출하였다. 특히, 제안된 매개변수는

CS 기반 및 MRA 기반의 기법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평가는 정량적/정

성적 방법을 혼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때, 실험영상은

KOMPSAT-2와 KOMPSAT-3로 촬영된 도심지역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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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usion results of the KOMPSAT-3 test image: (a) Original MS and (b) PAN images, and (c) GIHS, (d) GS1, (e) GSA and (f)
proposed fuse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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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상을 활용하였으며, 실험의 효율향상을 위하여 512 by

512 크기의 부분영상을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제안된 기법은 기존 CS 기반 융합기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GSA 기법과 비교하여, 색상

보존력 뿐 아니라 공간해상력의 향상 면에서도 상대적

으로 우수한 품질을 나타냈다. 즉, 제안된 기법은 기존

의 융합 기법에 비하여 분광왜곡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간해상력이 증가된 고해상도 융합영상을 효과적으

로 생성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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