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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Very high resolution (VHR) satellite imagery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on urban change
monitoring due to multi-temporal observation over large areas. Recently, there has been increased interest
in the urban change detection technique using VHR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imaging system,
because it can take images regardless of solar illumination and weather condition. In this paper, we
proposed a texture-based urban change detection method using the VHR SAR texture features generated
from Gray-Level Co-Occurrence Matrix (GLCM). In order to evaluate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method, the result was compared, visually and quantitatively, with the result of Non-Coherent Change
Detection (NCCD) which is widely used for the change detection of VHR SAR imag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e greater detection accuracy and the visually satisfactory result compared with the NCCD
method. In conclusion, the proposed method has shown a great potential for the extraction of urban change
information from VHR SAR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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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실시간으로 정확한 지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도심지 모니터링

에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해상도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은 기상상태와 태양

고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상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최근 이들 데이터를 활용한 도심지

변화탐지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ay-Level Co-Occurrence Matrix (GLCM)

을 통한 텍스처 정보추출과 이들 특징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텍스처 기반의 SAR 변화탐지 기

술을 제안하였다. 제안기법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SAR 영상 변화탐지를 위해 많이 사용된 Non-

Coherent Change Detection (NCCD) 기법과의 시각적/정량적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제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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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도심지의 성장과 변화가 빠르게 진행

됨에 따라 정확한 도심지 변화 정보 획득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정책 계획 및 수립을 위해 매우 중

요하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원격탐사 기술은 장기간 걸

쳐 같은 지역에 대한 주기적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하

기 때문에 도심지 지표 변환에 관한 현상을 분석하고 예

측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Celik., 2010). 특히, 기상조건에 상관없이 전천후로 지

구관측이 가능한 고해상도 Synthetic Aperture Radar

(SAR)위성 영상은 높은 공간 해상도로 건물과 같은 인

공구조물의 탐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 건물의 변화

나 목표물 탐지와 같은 보다 자세한 도심지 변화정보를

획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SAR 영상을 활용한 변화탐지 기법은 크

게 Coherent 변화탐지와 Incoherent 변화탐지 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Coherent 변화탐지 기법은 진폭

(Amplitude)과 위상(Phase)정보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으로 두시기 영상의 간섭도 상관성 (Interferometric

coherence)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다중

시기의 SAR 영상의 후방산란 밝기 값과 간섭도의 상관

성을 이용 하여 변화탐지를 수행하였다(Rignot et al.,

1993; Grey et al., 2003; Liao et al., 2005). Incoherent 변화탐

지기법은 SAR영상의 진폭값만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

하며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NCCD, Correlation, 로그비

기법 등이 있다(Liu et al., 2011). SAR 영상을 이용한 변화

탐지가 수행되고 있지만, SAR 영상은 SAR의 특징적인

현상들과 스페클 노이즈(Speckle noise) 등의 문제로 광

학 영상에 비해 건물의 식별이나 목표물 탐지 능력이 떨

어지고, 변화탐지 시 오차 발생률이 다소 높다는 단점

이 있다. 따라서 고해상도 SAR 영상을 이용한 보다 정

밀한 탐지를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SAR

영상의 일반적인 변화탐지 기법들의 한계점을 개선하

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중 센서 영상 융합방식과 기존 변

화탐지 기법들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변화탐지 기법이

있다. 이우경 외(2015)는 고해상도 SAR 영상에 각각 로

그비 기법과 Coherence 변화탐지 기법을 적용한 후 이

들의 결과정보를 통합하여 변화탐지 정확도를 향상시

켰다. 최근에는 동일지역의 광학영상을 이용한 영상분

류 결과를 이용하는 다중센서 융합 방식의 변화탐지 기

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SAR 영상의 경우 데이터 취득

방식에 따른 동일지역의 광학영상과 큰 지형적 위치차

이를 보이므로 이러한 다중센서 영상을 동시에 이용하

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Dellinger et

al., 2014; Sirmacek et al.,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해

상도 SAR 영상만을 이용한 효과적인 변화탐지 기법을

개발하고 이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ray-Level Co-Occurrence Matrix (GLCM)를 이용

한 영상별 텍스처 특징 정보들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텍

스처 특징 정보를 활용하여 고해상도 SAR 영상에서 도

심지 변화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변화탐지 기법 개발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실험 영상으로는 최근 급격한 도

시화가 이루어진 인천 송도 지역의 COSMO-SkyMed 위

성영상으로 도시화 전후에 획득된 다중 시기 영상을 사

용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SAR 영상간의 텍스처 차이

를 이용한 변화탐지 기법이 제안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크게 특징 추출과정과 변화탐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

다. 변화탐지에 사용된 특징은 이후 분석 결과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므로 영상에서 특징 선택은 매우 중요하

다. 텍스처는 화소 값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정보를 나

타내는 특징으로, 고해상도 영상의 경우 텍스처 정보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지표면 변화탐지를 위한 특징 정

보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He et al., 2010). 텍스처는

SAR 영상의 고유한 공간적인 변동성을 다루는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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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다 높은 변화탐지 정확도를 보였으며 시각적으로도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된

변화탐지 방법은 고해상도 SAR 위성영상을 이용한 도심지 변화정보 추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은 지표의 타입 변화의 차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

서 지표면의 타입에 변화가 생긴다면 텍스처에는 차이

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이용하여 두 영상 사이의 텍스

처 변화 비교를 할 수 있다(Ulaby et al., 1986). 본 연구에

서는GLCM을 적용하여 SAR 영상의 텍스처 특징 정보

를 추출하였고, 다양한 실험을 통한 시행착오 끝에 총 3

개(Mean, Variance, Contrast)의 특징 정보를 사용하여 변

화탐지를 수행하였다. 변화탐지 단계는 선택된 텍스처

특징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변화지역을 찾아내는 과정

으로, 본 연구에서는 Otsu 이진화 기법을 이용하여 최

종 변화지역을 추출하였다. 또한, 제안기법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SAR 영상을 이용한 변화탐지 기법

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NCCD 기법과의 시각적

/정량적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정량적 비교 평가 방

법으로는 오차행렬(Confusion matrix)을 이용한 탐지 정

확도를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 GLCM

질감분석기법(Texture feature mapping)은 공간정보

를 활용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이웃하는 영상 화소의

밝기 값의 변화를 이용한다. 텍스처(Texture)란 밝기 값

변화의 공간적인 분포 형태를 의미하며 정량적으로 계

산된 영상 텍스처 정보는 영상 특성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영상의 텍스처 표현과 측정에 관한 통계의 정

량적인 계산방법 중 하나가GLCM 기법이다(Kim et al.,

2006).

GLCM은영상에서한화소밝기값의변화패턴빈도수

를 나타내며, 한 화소에서 다양한 방향(α(0, 45, 90, 135°))

으로 일정한 거리(d)의 화소 사이의 밝기 값 변화를 계

산하여 표로 나타낸다(Hall-Beyer, M., 2003). GLCM 방

법은 밝기 값들의 공간적 상관성을 나타내는 특징과

Gray-level의 공간적 의존성을 강조한다. 슬라이딩 윈도

우(Sliding window) 안에서 i 화소 값과 일정 방향, 거리의

j 화소 값의 변화패턴의 빈도수가 GLCM에서 (i,j)위치

의 값으로 표현된다. GLCM은 식(1)으로 계산할 수 있

으며, Fig. 1은 실험 영상의 90° 방향의GLCM 계산 결과

를 나타내며 여러 방향으로GLCM 계산을 할 경우에는

각 방향의 값을 모두 더한다.

                         Pi, j =                           (1)

2) GLCM를 활용한 텍스처 특징 생성

영상처리에서 텍스처는 상호 관련성 있는 부분의 조

직 구조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화소 사이의 상관성 영

상 혹은 밝기 값의 부분적 특징을 말한다. 텍스처 특징

은 영상의 공간 정보로 표현될 수 있으며 영상 속 공간

의 위치, 경향, 크기, 모양 정보와 관련 있고, 영상의 평

균 밝기 값에는 독립적이다.

      Mean = i(Pi, j) =  j(Pi, j)                           (2)

      Variance = Pi, j (i _ μi)2 =  Pi, j ( j _ μj)2     (3)

      Homogeneity =                            (4)

P(i, j, d, α)
ΣΣP(i, j, d, α)

n _ 1

Σ
i, j = 0

n _ 1

Σ
i, j = 0

n _ 1

Σ
i, j = 0

n _ 1

Σ
i, j = 0

n _ 1

Σ
i, j = 0

Pi, j

1+ (i _ 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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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lculation method of GLCM.



      Contrast = Pi, j (i _ j)2                                     (5)

      Dissimilarity = Pi, j |i _ j|                                (6)

      Entropy = Pi, j log Pi, j                                    (7)

      Second Moment = P2
i, j                                   (8)

식(2)은 윈도우 내 영상 밝기 값의 평균, 식(3)은 윈도

우 내 영상의 분산을 나타낸다. Homogeneity (HOM, 식

(4)), Contrast (CON, 식(5)), Dissimilarity (DIS, 식(6))는 밝

기 값의 대비와 관계되는 특성 값으로GLCM의 대각선

으로부터의 거리와 관련된 경중률을 사용한다. GLCM

의 대각선상에 있는 화소들은 이웃하는 영상 화소들과

밝기 값이 같은 경우이다. HOM은 텍스처 간의 동질성

의 척도로 균질성을 의미하며, 대각선에서 멀어질수록

그 값이 증가한다. GLCM의 대각선상에 있는 값들은 이

웃하는 화소들의 밝기 값과 같은 경우이므로, CON이

0이고 대각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CON이 증가한다.

DIS 역시 대비와 관계가 있으며, 경중률이 선형으로

증가한다. 윈도우 내 화소 밝기 값들의 대비가 클수록

CON과 DIS는 큰 값을 갖게 된다. Entropy (ENT,식(7))

와 Second Moment (SEM,식(8))은 한 윈도우에서 영상

화소의 밝기 값이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변화 하는지와

같은 텍스처 패턴을 가늠하는 척도다. ENT는 반작용이

나 물리적 변형이 발생할 때마다 생기는 에너지의 손실

을 의미하고, SEM은 GLCM 각 셀의 값 스스로를 경중

율로 이용한다. 해당 윈도우의 화소 밝기 값의 변화가

질서정연 하다면 SEM은 큰 값을 가지게 된다.

3) Otsu 이진화 기법

Otsu 이진화 기법은Otsu에 의해 1979년에 제안된 방

법으로 통계적으로 최적의 임계값(Threshold)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이미지 임계값 분류 방

법이다. Otsu 이진화 기법은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배경

부(Background)와 전경부(Foreground)를 나타내는 봉우

리 두 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봉우리는 확률분

포 중 하나인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각 영역 사이의 분산(Between variance, σ2B)은
최대, 각 영역 내의 분산(Within variance, σ2W)은 최소가

될 때, 분산이 최대가 되며 가장 좋은 임계값을 얻을 수

있다는 원리이다(Fig. 2). Otsu 이진화 기법의 식은 아래

식(9), (10)과 같고, Wb, Wf 는 배경부와 전경부의 가중치,

σ2b, σ2f 은 배경부, 전경부의 분산, μb , μf 는 배경부, 전경부

의 평균, μ는 전체 평균을 의미한다.

σ2
W = Wb σ2

b + Wf  σ2
f                                      (9)

σ2
B = σ2 _ σ2

W

= Wb (μb
_ μ)2 + Wf (μf

_ μ)2                 (10)

= WbWf (μb
_ μf)2

4) GLCM 텍스처 특징을 이용한 변화탐지

복잡한 도시환경의 변화탐지에는 SAR 영상의 밝기

값 비교만을 이용해서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

서 SAR 영상에서 관측 대상의 텍스처 특징 정보를 이용

한 변화탐지를 수행할 수 있으며, 생성된 텍스처 영상

은 차분을 통해 두 시기 사이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시기의 SAR 영상을 이용한 변화탐지를 위해

서는 두 SAR 영상의 후방산란 값을 보정해야 한다. 따

라서 SAR 영상의 σ0(Sigma Nought) 영상을 생성하고,

5×5 적응 평균(Adaptive Median) 필터를 적용하여 영상

의 노이즈를 감소시키기 위한 필터링을 수행하였다.

GLCM 텍스처 특징을 이용한 변화탐지를 위한 과정 첫

번째로GLCM의 효율적인 계산 속도를 위해서 원 영상

의 밝기 값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밝기 값 범위를 조정

하지 않고 GLCM 계산한다면, Gray-level 0~255 범위의

이미지의 경우, GLCM 결과는 256×256 사이즈가 된다.

하지만 256×256 사이즈의 GLCM 안에는 너무 많은 화

소에 0값이 들어가서 공행렬(Sparse matrix)이 되고, 텍

n _ 1

Σ
i, j = 0

n _ 1

Σ
i, j = 0

n _ 1

Σ
i, j = 0

n _ 1

Σ
i, j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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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tsu optimal threshold position.



스처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여 처리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SAR 이미지에서는 8 혹은 16 범위의

밝기 값일 때, 텍스처 정보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의 지역적 특징의 반사 값을 이용한

효율적인 텍스처 특징을 계산하기 위하여 GLCM을 생

성하기 전에 이미지의 Gray-level을 감소 시켰다. 또한

GLCM 계산에서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가 작으면 텍

스처 특징이 보이지 않아서 화소 사이의 상관성이 무시

될 수 있고, 윈도우 사이즈가 너무 크면 GLCM 영상의

정확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정

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적당한 윈도우 사이즈의 설정이

필요하다.

GLCM의 방향은 영상의 특징적인 텍스처 추출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인 화소 i, 인접한 화소 j 사이 거

리 값을 나타내는 d는 일반적으로 객체의 특징들을 효

과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텍스처 측정을 위해서 하나

혹은 두 개 값을 가진다. 방향은 일반적으로 4개 값을

가질 수 있다(0, 45, 90, 135°). GLCM은 많은 텍스처 특

징들을 나타낼 수 있고, 생성된 텍스처 영상에서 강조

하는 특징들은 각기 다르지만, 특징 값들 사이에는 상

관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한 시

행착오 끝에 도심지 변화탐지를 위한 총 3개(Mean,

Variance, Contrast)의 텍스처 영상을 최종 선택하였고,

선택된 텍스처 영상의 차분 영상의 합 영상을 생성하

고, Otsu 기법에 적용하여 최종 변화탐지 이진영상을

생성하였다. 선택된 텍스처 영상을 이용한 변화탐지를

위해서는 Fig. 3 과 같은 과정으로 변화탐지를 수행하게

된다.

3. 실험 적용 및 평가

1) 실험 데이터 및 대상지역

연구에 사용한 두 장의 SAR 영상은 2011년 7월 12일,

2012년 8월 27일 인천송도 COSMO-SkyMed 영상으로

약 3m 해상도의 Strip Map 모드 영상이다(Table 1). 연구

지역은 도시발전으로 다양한 건물들과 도시 기반시설

들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전(2011.07.12), 후(2012.08.

27) 두 시기 영상 사이에는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도심

지의 변화가 존재하며 SAR 진폭영상에서는 건물에 의

한 이중산란의 차이로 명확한 밝기 값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Fig. 4).

Fig. 5의 영상은 Fig. 4에서의 전후 시기의 차분영상으

로 밝은 값을 나타내는 부분은 전 영상과 후 영상 촬영

시기 사이에 건물의 신축으로 변화가 발생한 곳이다.

Fig. 5의 차분영상은 SAR 영상에 존재하는 노이즈

(Noise) 등의 영향으로 변화된 지역의 명확한 구분이 어

렵다. 따라서 SAR 영상의 GLCM 텍스처 영상 기반의

변화탐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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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chart of change detection using texture maps.

Table 1. Features of COSMO-SkyMed data
COSMO-SkyMed [X-band]

Acquisition Date 2011.07.12 2012.08.27
Heading Descending

Beam mode Strip map[ST]
Range pixel Resolution 1.3324m 1.3324m

Azimuth pixel Resolution 2.0608m 2.0608m



2) GLCM 텍스처 특징을 이용한 변화탐지 결과

SAR 영상의 GLCM 텍스처 영상 기반의 변화탐지를

위하여 Mean, Variance, Contrast 텍스처 영상을 생성하

였다(Fig. 6). Fig. 6의 (a), (b), (c)는 2011년 7월 12일, (d),

(e), (f)는 2012년 8월 27일 텍스처 영상이다. Mean 텍스

처 영상은 건물이 이중산란에 의해 밝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SAR 영상에서 많이 존재하는

스펙클 노이즈도 많이 감소되어 표현되고 있다(Fig. 6(a),

(d)). 다음 Variance 텍스처 영상은 지역 내의 명도차가

클수록 높게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외곽 부분에서 높은 값을 나타낸다(Fig. 6(b), (e)). Variance

텍스처 영상의 특징으로 건물의 외곽뿐만 아니라 스펙

클 노이즈와 작고, 밝은 대상에 의한 높은 밝기 값이 영

상 전체에 분포하고 있다. 다음 Contrast 텍스처 영상은

GLCM 영상에서 대각선의 요소가 많을수록 작은 값을

갖게 되는데, 이는 주위에 인접한 화소들 간에 명도차

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여 밝기 값들의 균일성을 나타낸

다고 할 수 있다(Fig. 6(c), (f)). 따라서 높은 밝기 값을 가

지는 인공구조물, 건물들이 Contrast 텍스처 영상의 경

우에도 높은 값을 가진다. 하지만, Contrast 텍스처 영상

도 Variance와 마찬가지로 밝은 밝기 값들에 민감하며

영상 전체에 노이즈 형태로 높은 값들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성된 3개의 텍스처 영상들은 최소-최대 정규화 하

였고, 정규화 된 텍스처 영상들은 변화를 확인하기 위

해서 전후 영상을 차분 하였다. 생성된 세 장의 차분영

상에서 건물 신축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텍

스처 영상의 특성에 따라 차분영상에 존재하는 노이즈

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Fig. 7의 (a) Mean, (b) Variance,

(c) Contrast 텍스처 차분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 장의 차분영상으로 최종 변화탐지를 하기 위해서

차분영상들의 합 영상을 생성하고, Otsu 이진화 기법을

이용하여 변화가 있는 지역과 변화가 없는 지역을 구분

하였다. Fig. 8의 (a)는 3장의 차분영상을 정규화 한 후,

영상을 모두 더한 합 영상이다. 합 영상은 각 텍스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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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mplitude images of COSMO-SkyMed satellite images collected before and after urbanization process at Songdo area in the
Incheon.

Fig. 5. Difference image between the two amplitude images.



분영상에서 모두 나타나는 높은 부분의 값은 더 강조되

고, 스펙클 노이즈(Speckle noise)와 같은 랜덤한 값들은

단일의 차분영상보다 강도가 약해지게 된다. 텍스처 전,

후 영상을 차분을 하기 때문에 Fig. 8의 (a) 영상에서 양

의 값을 가지는 부분과 음의 값을 가지는 부분이 존재

하는데, 양의 값은 건물의 건설로 인해 변화가 있는 지

역, 음의 값은 건물 건설 전에 자재 혹은 지반의 거칠기

로 인해 높은 후방 산란값을 보이다가 건설 이후 영상

에서는 후방산란값에 영향을 주던 요소들이 제거됨으

로써 차이가 보이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Fig. 8의

(b) 영상은 음의 값을 가지는 지역에 Otsu 이진화 기법

을 적용한 이진영상, (c) 영상은 건물의 건설로 인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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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fference images between the texture images: (a) mean, (b) variance and (c) contrast texture.

Fig. 6. Texture images using GLCM: Mean (a), Variance (b) and Contrast (c) texture of before urbanization; Mean (d), Variance (e)
and Contrast (f) texture of after urbanization.

(d)

(a)

(f)

(c)

(e)

(b)

(a) (c)(b)



의 값을 가지는 지역에 Otsu 이진화 기법을 적용한 이

진영상이다. Fig. 8의 (b), (c) 결과 영상으로 전, 후 영상

에서 발생되고, 없어지는 두 패턴의 변화를 구분하여 변

화탐지를 할 수 있다.

3) Non-Coherent Change Detection (NCCD)

실험 적용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SAR영상의 진

폭 값만을 이용하는 Incoherent 변화탐지기법 중 하나인

NCCD 기법을 생성하였다. NCCD 기법은 아래 식(11)

과 같다. 식에서 xi 와 xi + N은NCCD 기법 적용을 위한

전, 후 두 영상의 윈도우의 픽셀값을 의미하며 N은 윈

도우의 픽셀 개수를 의미한다. 논문에서는 5×5 사이즈

의 윈도우로 NCCD 결과 영상을 생성하였다. Fig. 9의

(a)는 NCCD 적용 결과 영상을 나타내며 (b)는 NCCD

영상을Otsu 기법에 적용하여 생성한 이진영상이다. 이

진영상은 텍스처 영상을 이용한 변화탐지 기법과의 비

교평가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NCCD =           (11)

4) 실험결과 및 토의

고해상도 SAR 영상을GLCM 텍스처 영상 기반 변화

탐지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SAR 진폭

영상을 이용한 NCCD 변화탐지 기법과의 비교평가를

수행하였다. 정확도 비교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

의 건설에 의한 변화가 보이는 지역을 수동으로 범위를

지정하여 추출 하였고, 변화가 발생한 지역을 추출한 기

준 영상을 생성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 SAR의 진폭영

상을 이용한NCCD 기법은 전후 진폭영상의 밝기 값을

기반으로 변화탐지를 수행하기 때문에 SAR 영상에서

N N N  
2       Σ |xi |2 Σ |xi + N |2

i = 1                   i = 1         1
N N N 

Σ |xi |2 +     Σ |xi + N |2
i = 1                    i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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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Sum of Difference Texture images, (b), (c) Result of change detection using GLCM texture features.
(a) (c)(b)

Fig. 9. Result of (a) NCCD, (b) change detection using NCCD.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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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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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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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타나는 노이즈나 공사 전 쌓여있는 모래, 식생

등 불규칙한 환경 변화에 의한 밝기 값 변화 지역까지

변화지역으로 탐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0).

반면에 텍스처 영상 기반의 변화탐지 기법은 전후 영상

의 텍스처 변화를 탐지하기 때문에NCCD 기법 보다는

불규칙한 환경변화나 스펙클 노이즈의 영향을 작게 받

아 변화탐지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Fig. 10은 두 기

법의 탐지 정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빨간색

은 실제 변화가 있는 지역이 변화탐지 결과에서 변화지

역으로 탐지된 지역, 노란색은 변화가 없는 지역이 변

화탐지 결과에서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 탐지된 지역, 초

록색은 변화가 없는 지역이 기법의 적용 결과,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 탐지된 지역을 나타낸다. 실험 영상은

700×700 사이즈의 영상으로 각 분류별 화소 개수를 이

용한 오차행렬을 기반으로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Table 2). NCCD와 GLCM 텍스처 영상 기반 변화탐지

정확도를 수치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로는

Missed-Alarm Rate (MAR), False-Alarm Rate (FAR), 전체

탐지 대상 지역 중에 정확히 탐지된 비율을 나타내는

Percent Correctly Classified (PCC), 두 데이터의 일치율을

측정하는 통계적 지표인 Kappa(κ) 계수를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 변화지역이지만 변화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

류된MAR 지표의 경우, NCCD는 0.113, GLCM 텍스처

영상 기법의 결과는 0.239로 제안방법이 다소 높게 나타

났다. 하지만, 변화지역이 아닌데 변화지역으로 분류된

FAR의 경우에 있어서는NCCD는 0.786, GLCM 텍스처

영상은 0.431로 NCCD의 결과가 높은 값을 가진다. 이

는 Fig. 10의 (a) 그림의 영상 전체에 많이 존재하는 초록

색 지역을 통해서 FAR의 수치가 높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NCCD 기법 적용 변화탐지 결과는 PCC는

0.834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지만 FAR이 높고 Kappa 계

수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GLCM 텍

스처 영상 기법을 이용한 변화탐지 결과는 MAR 수치

가NCCD 기법 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FAR이 낮

고 , PCC가 높아서 결과적으로 일치율을 나타내는

Kappa가 높게 나와 변화탐지 결과 정확도는 전체적으

로GLCM 텍스처 영상을 이용한 제안방식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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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ults of change detection using NCCD and the proposed method.

Table 2. Assessment of detecting results
NCCD

MAR FAR PCC Kappa
CH NCH

Ref.
CH (a) 21,396 (b) 2,724

0.113 0.786 0.834 0.288
NCH (c) 78,625 (d) 387,255

GLCM
MAR FAR PCC Kappa

CH NCH

Ref.
CH (a) 18,351 (b) 5,769

0.239 0.431 0.960 0.630
CH (c) 13,891 (d) 451,989

CH: Change, NCH: Non Change / (a) + (b) + (c) + (d) = 490,000 pixel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SAR 영상을 이용한 도심지

변화정보 추출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GLCM을 이용한

SAR 영상의 텍스처 특징 정보 통합과정과 이를 이용한

새로운 변화탐지 기법을 제안하였다. 텍스처 영상 기반

변화탐지 방식이 도심지역의 풍부한 텍스처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고해상도 SAR 영상을 활용한 도심지 변화

탐지 방법으로 적합한지를 실제 COSMO-SkyMed 영상

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실험결

과, 고해상도 SAR 영상을 이용한 도심지 건물과 같은

정확한 대상의 변화탐지에는 기존의 진폭영상을 이용

한 NCCD 변화탐지 기법보다는 텍스처 정보를 이용한

제안기법의 변화탐지 정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시각적

/정량적 비교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

안하는 텍스처 영상 기반의 SAR 변화탐지 기법은 도심

지 변화 모니터링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건물 신축에 의한 변화가 뚜렷한

연구지역에서만 제안 기법을 적용해 보았기 때문에, 추

후 보다 다양한 영상데이터 확보를 통해 제안 기법이 다

양한 환경과 대상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

한 추가적인 검증과 변화탐지 정확도 향상을 위한 알고

리즘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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