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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 mosaic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field
of remote sensing image analysis as an essential image processing to create a large image constructed
from several smaller images. In this paper, we present an automatic seamline extraction technique and
the procedure to generate a mosaic image by this technique. For more effective seamline extraction in the
overlap region of adjacent images, an NDVI-based seamline extraction technique is developed, which
takes advantage of the computational time and memory. The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NDVI) is an index of plant “greeness” or photosynthetic activity that is employed to extract the
initial seamline. The NDVI can divide into manmade region and natural region. The cost image is obtained
by the canny edge detector and the buffering technique is used to extract the ranging cost image. The
seamline is extracted by applying the Dijkstra algorithm to a cost image generated through the labeling
process of the extracted edge information. Histogram matching is also conducted to alleviate radiometric
distortion between adjacent images acquired at different time. In the experimental results using the
KOMPSAT-2/3 satellite imagery, it i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greatly reduces the visual
discontinuity caused by geometric difference of adjacent images and the computation time.
Key Words : Image Mosaics, SeamLine extraction, Canny edge, NDVI, Dijkstra algorithm, Histogram

matching

요약 : 고해상도 위성영상 모자이크는 두 장 이상의 위성영상을 공간적으로 합성하여 보다 넓은 단일 영상

을 만드는 영상 처리 과정으로 원격탐사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모자

이크 작업 시 요구되는 접합선 자동 추출기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모자이크 영상 제작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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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네이버 등과 같은 국내

외 대형 IT 서비스 업체들은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을

통하여 항공사진과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영상지도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위성영

상의 공간 해상도가 향상됨에 따라 단일 영상에 포함되

는 지리적 영역이 감소하고 있어, 대단위 지역의 고해

상도 위성영상 지도 생성 및 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

해서 영상 모자이킹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

욱 증가하고 있다. 영상 모자이킹은 인접한 두 장 이상

의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을 공간적으로 합성하여 보다

넓은 지역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일 영상을 만드는 영상

처리과정이다.

서로 다른 촬영 기하 및 일조상태로 인해 두 영상의

접합 부분에서 발생하는 기하학적 왜곡뿐만 아니라 방

사학적 차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성공적인 영상 모자이

킹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따라서, 모자이킹의 기준선

이 되는 의미 있는 접합선(Seam-Line)을 추출에 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처리 방식에 따라 크

게 화소값 차이에 기반한 방식과 에지 정보를 활용한 경

계선 기반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

구는 작은영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실제 대용량

위성영상에 적용하기에는 계산시간 및 컴퓨터 자원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Shiren(1989)은 중복영역에서 각 영상라인마다 두 영

상의 화소값 차이가 최소인 하나의 화소를 선택함으로

써 모자이킹 접합선을 설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

고, Kerschner(2001)은 중복영역의 화소값 차이를 반영

한 에너지 함수를 이용하는 twin snake 알고리즘을 통해

최적의 모자이킹 접합선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

하였다. 또한, Chon et al.(2010)은 중복영역에 대한 표준

상관계수(normalized cross correlation; NCC)값을 통하여

비용함수를 산정하고, 전체 비용(global cost)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최적의 접합선으로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화소값의 차이에 기반한 방

식을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적용할 경우 추출된 접합선

이 건물과 같은 도심지 객체를 관통하는 문제점이 지적

되어 왔다. 추출된 접합선이 건물이나 객체들을 가로지

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상보다 높은 빌딩이나 객체들

은 주변 보다 기울기 값이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이용

하여 빌딩이나 객체를 회피하는 접합선을 추출하였다

(Jun Pan et al., 2011).

일반적으로 수작업을 통한 영상 모자이킹 과정에서

는 접합 부분에서 발생하는 불연속적인 경계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복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나 강 등의 경

계선 정보를 모자이킹 접합선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Wolf et al., 2000).

Jin et al.(2009)은 경계선 추출연산자를 이용하여 경계

선들을 검출한 후, 각 영상 화소간의 종속관계를 활용

한 경계선 기반 자동 접합선 추출 기법을 개발하여 고

해상도 위성영상 모자이킹을 수행하였다. Song et al.

(2007)은 인접영상의 중복부분에서 추출된 에지들을 기

반으로 화소값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부분을 찾는

Minimum Absolute Gray Difference Sum(MAGDS)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접합선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경계기반 방식들의 경우 에지 검출

이후의 종속관계 설정 및 초기 접합점 설정과 같은 복

잡한 후처리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상과 같은 대다수 모든 연구 방법은 래스터 기반의

영상처리 방식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성

영상의 해상도가 증가할수록 메모리 및 연산시간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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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인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접합선 추출하기 위해서, NDVI의 특성을 활용하여 빠

르게 경계선을 추출하는 NDVI 기반 접합선 추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NDVI는 식생의 분포량 및 활동성

을 나타내는 정규화 식생지수로 이를 활용하여 인공지역과 자연지역을 분리하여 초기 접합선을 추출하였다.

Canny 에지 연산자를 적용하여 비용범위이미지를 생성하고, 초기 접합선을 기준으로 버퍼링 기법을 사용

하여 범위 비용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접합선을 추출하고, 획득시기가 다

른 인접영상간의 방사 왜곡을 줄이기 위하여 히스토그램 매칭을 수행하였다. KOMPSAT-2/3 위성영상을

이용한 실험결과, 두 영상의 기하학적 차이로 인한 시각적 불연속 특징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접합

선 추출시 소요되는 연산시간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Wang et al.(2013)은 접합선 추출에 도로 벡터정보를 사

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모든 대상지

역에 대한 벡터 도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기 위한 많

은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벡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래스터 이미지에

서 NDVI정보를 사용하여 초기 접합선을 추출하는 기

법을 개발하여 래스터 기반의 단점을 보완하는 추출기

법을 개발하고, 이를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자동 모자이

크 영상 제작에 적용하여 제안기법의 활용가능성 및 효

용성을 검증하였다.

2. 연구 방법론

접합선 추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

능 중 하나는 자연스러운 접합선을 추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NDVI를 이용하여 자연지역과 인공지역의

경계선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해상도 영상에서

정밀 접합선을 추출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자연스러운

접합선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도식화하면 Fig. 1과 같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인접한 영상 간 상호 좌표보정이

정밀하게 수행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고안되었고, 그 구

체적인 실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접영상의 중

첩영역을 접합선 검색영역으로 잡는다. 이때 영상에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Null)가 있는 지역은 접합선 검색

영역에서 제외하고, 두 영상의 유효한 영역의 만나는 두

점을 찾아 접합선 추출을 위한 시작점과 끝점으로 설정

하였다. 다음으로 검색영역 내에서 제안한 NDVI 연산

자를 통해 식생지수를 획득하고, [-1, 1] 범주로 추출된

색생지수를 이진화한 후 다운샘플링하여, Canny 에지

추출자를 이용하여 에지정보를 획득하였다. [0, 1] 범주

로 추출된 에지 화소값을 1에 대한 보수 값을 비용으로

간주하여 초기 비용영상(initial cost image)으로 변환하

였다. 비용 공간에서 유사성이 높은 화소들을 연결하는

접합선을 구하는 문제는 비용공간에서의 최적경로를

찾는 문제로 간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A Seamline Extraction Techniqu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NDVI for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 Mosa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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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the proposed image mosaic system.



최적 경로 결정에 효과적인 기법으로 알려져 있는 다익

스트라 (Dijkstr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초기 접합선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정밀한 접합선을 추출하기 위해

원본 영상에서 Canny 에지 추출자를 통해 경계선을 추

출한 후, 앞서 획득한 초기 접합선을 이용하여 검색 영

역을 줄여 범위 비용영상(Ranging cost image)으로 변환

하여 최종 접합선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인접 영

상의 촬영조건 및 계절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접합선

부분의 방사학적 왜곡을 히스토그램 정합기법을 이용

하여 보정하였다.

1) 초기 접합선 추출

NDVI는 식생 및 토지의 상태 및 시간적 변화의 모니

터링을 위해 원격탐사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식생지수이다. 이 지수는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분광밝

기특성을 이용하는 지수로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NDVI = (NIR _ RED) / (NIR + RED)           (1)

NDVI는 _1과 1의 범위값을 값으며, 식생지역이 아

닌 눈, 구름, 물, 나지 등은 _1~0의 값 범위를 갖고 식생

은 0~1의 범위를 갖는다. 따라서, 식생지역과 식생이 아

닌 지역의 NDVI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위성영상에서

자연지역과 인공지역을 분할할 수 있다 (Singh et al.,

2000). 본 연구에서도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 자연지역

과 인공지역을 분할하기 위해 NDVI을 사용하였으며,

초기 접합선은 NDVI를 사용하여 분할된 인공지역과

자연지역 사이의 경계선을 따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초기 접합선 알고리즘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BNDVIL, R(x, y) = {
    BNDVI(x, y) = BNDVIL(x, y) & BNDVIR(x, y)

                    BNDVIdown = f (BNDVI, m)                     (2)

                Costinitial = 1 _ edge(BNDVIdown)

                              I = D(costinitial)

BNDVI는 NDVI를 이진화한 영상으로 Otsu 기법을

사용하여 영상에서 임계치를 자동으로 계산하였다.

Otsu 알고리즘은 자동으로 어떤 집합을 두 클래스로 나

눌 때 상대적으로 몰려있는 부분들을 같은 클래스로 분

류하는 방법이다 (Otsu, 1979). NDVI 이진영상에서 0의

값은 인공지역을, 1의 값은 자연지역을 의미한다.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BNDVI을 상수 m으로 샘플링

하여 BNDVIdown을 생성하고, canny 에지 추출자를 사용

하여 샘플링된 이진영상에서 에지 정보를 추출한 후, 추

출된 에지 화소값을 1에 대한 보수 값을 비용으로 간주

하는 초기 비용영상인 Costinitial을 생성한다. 다음으로 초

기 접합선은Dijkstra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초기 비용영

상에서 최소값이 되는 화소 위치를 따라 자동으로 추출

된다.

2) 범위 비용영상

기존의 래스터 기반에서 비용 영상은 영상의 차를 이

용하거나 건물이나 객체들의 기울기 정보를 사용하였

으며, 비용영상 내에서 최단경로를 찾기 위해 다익스트

라 알고리즘의 비용값을 거리로 사용하였으나, 경로의

길이가 짧다고 해서 항상 최적의 경로가 되는 것은 아

니다. 또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전체 비용영상에 적

용할 경우 영상의 크기에 따라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출

된 에지 비용값이 작은값을 갖으면 최소비용이 되기 위

한 경로는 에지를 따라 생성되므로, 에지 화소값을 1에

대한 보수값으로 원본해상도와 같은 크기의 비용영상

을 생성하였으며, 연산량의 증가를 보완하기 위해 초기

접합선에 버퍼링 기법을 적용하여 검색범위를 한정하

였다. 검색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원본 영상보다 훨씬 작

은 수의 버텍스를 갖게 되므로 알고리즘의 속도를 향상

은 물론 메모리 사용량 또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원본 영상의 비용변환은 식(6)을 사용하여 계산하였

다. 이때, 에지 화소값은 [0,1]의 범위를 갖어야 한다.

    Range cost(x, y) = {(1 _ edge(x, y) × 255)} & 
{search(x, y)}

              search(x, y) = ∑s = k

s = _kI(x + s, y + s)               (3)

             edge(x, y) = max(edgendvi(x, y) × 1, 
edgems(x, y) × 0.5)

원본영상에서NDVI정보를 이용한 에지와 멀티스펙

트럴 정보를 이용한 에지를 추출하고, 두 에지 정보를

레벨화 하여 최종 에지 화소값을 추출한다. 두 에지정

보는 수식에서 각각 edgendvi(x, y), edgems(x, y)로 표기된

다. 두 에지정보의 레벨화를 위해NDVI 에지에 가중치

0; if NDVI(x, y) ≤ TH
1; otherwi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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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곱하고, 멀티스펙트럴 에지에 가중치 0.5를 곱하므

로써 추후 최종 접합선 추출시 NDVI에지를 우선적으

로 추출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에지 화소값을 1

에 대한 보수 값을 비용으로 간주하여 전체비용영상

(total cost image)으로 변환하였다.

다음단계로 추출된 초기 접합선을 기준으로 2k 만큼

버퍼링하여 검색영역을 생성하여 검색영역내에 비용

값을 최종적으로 범위비용영상으로 변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지 추출을 위해 Canny 에지 알고리

즘을 사용하였다. Canny 에지 알고리즘은 선의 연속성,

세선성, 직선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므로 위성영상에

서 에지를 추출할때 사용되는 가장 효과적인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법은 영상을 가우시안 필터를 이용

하여 평활화 하고 미분 연산자를 통해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점을 에지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Canny, 1986).

Canny 에지 알고리즘은 여러 단계의 영상처리 과정을

거쳐 영상의 에지정보를 추출한다. 첫번째로, 가우시안

필터를 사용하여 컨볼루션하여 노이즈를 제거한다. 두

번째로, 불연속 부분을 찾기 위해 기울기를 계산하고,

스무딩 과정을 통해 잘못 추출된 에지를 제거한다. 세

번째로 상한(Upper), 하한(Lower) 임계치를 사용하여 상

한 임계치보다 큰 값은 강한 에지로 판별하고, 상한 임

계치와 하한 임계치사이의 값은 약한 에지로 판별한다.

네번째로 강한 에지는 에지로 등록하고, 약한 에지는 강

한에지와 8-연결성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에지로 판별

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에지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접합선 추출

본 연구에서는 접합선을 찾기 위해 다익스트라 알고

리즘을 적용하였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출발점에

서 도착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찾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각 점간의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여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경로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한 노드에서 이웃 노드 간의 이동 비용을 계산하여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최소 비용이 계산되는 경로

를 최적의 경로로 탐색한다. 예를 들어 (x, y)를 노드라

고 가정하고 (x, y)의 이웃노드를 (k, l )이라고 가정하자

(k = x ± 1, l = y ± 1). NBR(x, y)는 노드 (x, y)의 이웃노드

를 의미한다. D(k, l )은 노드 (k, l )로 부터의 도착점까지

의 최소 비용 이고, D(x, y)은 노드 (x, y)로 부터 도착점

까지의 최소 비용이다. 최소 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

   D(x, y) = min{dxy, kl + D(k, l); (k, l) ∈ NBR(k, l)}     (4)

여기서 dxy, kl은 두 노드 (k, l )과 (x, y)의 지역 비용을 나

타낸다(Jaechoon Chon, 2010).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최적 경로를 찾기 위해 다양

한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 최적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위성영상의 화소 수가 증가하면

검색할 노드와 에지가 증가되므로, 검색시간과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big-O 표기법을 사용하여 O(|V|2)로 나타낼 수 있으며,

|V|는노드의수이다 (Leyzorek et al., 1957). 피보나치힙으

로 구현할 경우O(|E|+|V|log|V|)로 나타낼 수 있으며,

|E|와 |V|는 각각 에지와 노드의 수이다(Fredman &

Tarjan 1984). 만약 위성영상의 크기가 m × n이라면, 노

드의 수는 m × n이고 에지의 수는 m × n × 8이 되고 시

간 복잡도는O(|m × n|2 )이다. 이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구현할 경우 많은 메모리가 소

요되며, 연산시간이 오래걸려 실제 사용하기에 어려움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 다익스

트라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구조를 정

의하고 연산시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 접

합선을 이용한 검색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접합선 추출

을 아래와 같이 구현하였다.

(1) 데이터 구조 개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구현 시, 일반적으로 노드는 인

덱스와 픽셀의 위치(x, y)를 정의하고, 에지는 시작노드

와 끝노드의 인덱스, 비용값을 구조체로 정의한다.

그러나 위성영상의 해상도가 증가할수록 데이터 구

조를 위한 메모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므로 이러

한 방법은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메

모리 사용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에지 데이터 구조체 대

신 그래프 인덱스를 정의하였다. 이것은 이미지가 m개

의 행과 n개의 열을 가지고 있고 노드의 인덱스는 m, n

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에서 고안되었다. 이

를 위한 pseudo코드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구현 방법과 제안한 구현 방법과의 메모리

사용량의 비교는 Fig. 2과 같이 화소의 수가 증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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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2) 검색범위 설정

본 연구에서는 연산시간을 줄이기 위해 초기 접합선

에서 버퍼링 기법을 사용하여 Fig. 3과 같은 검색영역을

생성하였으며, 빨강색선이 초기 접합선을 나타내고 회

색영역이 검색영역을 의미한다. 만약 m × n 크기의 위

성영상에서 버퍼링 k를 사용한다면, 노드의 수는 2k × n

이 되고 시간 복잡도는O(|2k × n|2 )이다. 비록 초기 접

합선을 추출하기 위한 시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체

영상을 대상으로 계산하는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4) 히스토그램 매칭

두 인접 영상의 촬영조건 및 계절적 차이로 인해 발

생하는 접합선 부분의 방사학적 왜곡을 두 영상의 통계

정보를 유사하게 조정하는 히스토그램 매칭기법을 이

용하여 보정하였다. 히스토그램 매칭은 입력 영상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영상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동일

하게 변화시켜 줌으로써 두 영상의 밝기를 일치시켜주

는 방법이다.

                 P(x, y) = (g(x, y) _ μg) + μf                   (5)

여기서, 입력 영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μg , σg이라고

하고, 기준영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μf , σf이라고 할

때, g(x, y)는 입력영상의 화소값을 의미한다.

3.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접합선 추출 기법의 성능을 평

가하기 위해 촬영조건이 상이한 산악지역과 도심지역

이 혼재된 두 쌍의 KOMPSAT-2와 3 위성영상의 모자

이킹을 수행하였다. Fig. 4(a), (b)는 2007년 10월 5일 촬

σf

σ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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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roposed pseudo code

typedef struct tagVertex

{
long idx;
long dist;

}Vertex;

vector<unsigned int>×vgraph = new vector<unsigned
int> [maxVertices];

Vertex temp;

for (unsigned long j=0; j<m; j++)
{

for (unsigned long i=0; i<n; i++)
{

idx = j×n+i;

if(idx==start_id) temp.dist = 0;
else temp.distance = MAX_LONG;

temp.idx = idx;
InsertHeap(temp);

// 8방향의 이웃에지 추가
sid = idx;
eid = idx+1;
vgraph[sid].push_back(eid);

//생략
}

}

Fig. 2. The comparision of the memory size between the basic
implementation and the proposed implementation.

Fig. 3. The initial seamline and search region.



영된 KOMPSAT-2 기준영상과 2011년 4월 12일 촬영된

KOMPSAT-2 타켓 영상이고 (c),(d)는 2013년 12월 16일

촬영된 KOMPSAT-3 기준영상과 2014년 5월 3일 촬영

된 KOMPSAT-3 타켓 영상으로 계절적 차이로 인해 색

상이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 기법을 적용하기 전에, 모든 위성영상은 GCP

와 DEM을 사용하여 WGS-84로 정사보정하였다 .

KOMPSAT-2/3 위성영상에서 초기 접합선을 추출하기

위해 첫번째로NDVI 영상을 생성하였다. Fig. 5(a)와 (b)

는KOMPSAT-2/3 위성영상의NDVI 영상으로 건물이

나 도로와 같은 인공 구조물이 자연지역에 비해 어둡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NDVI 정보를 추출한 후,

이진화하여 자연지역과 인공지역을 분할하는 과정을

수행한 결과는 Fig. 5 (c), (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화

에서 사용한 임계치는 Otsu 기법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계산하였으며, 각각 0.149와 0.1의 값이 사용되었다.

초기접합선 추출 시, 주요 에지 정보를 사용하기 위

해 NDVI의 이진영상을 다운샘플링하여 불필요한 에

지정보가 추출되는 현상을 감소시키고 연산 속도를 향

상시켰다. 다음으로 다운샘플링된 영상에서 Canny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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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image acquired on (a) 05 October 2007 and (b) 12 April 2011 by KOMPSAT-2. The image acquired on (c) 16 December
2013 and (d) 03 March 2014 by KOMPSAT-3.

(c) (d)

(a) (b)



지 검출자를 사용하여 에지 정보를 추출한 후 다익스트

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초기 접합선을 추출하였다.

Fig. 6은 제안 방법으로 추출된 초기접합선 결과를 평

가하기 위해 원본 영상에 초기 접합선을 중첩한 결과이

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자연지역과 인

공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초기 접합선이 추출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접합선을 원본 영상의 해상

도만큼 확대하였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

로, 마지막으로 정밀 접합선 추출 과정이 필요하다. 원

본 영상에서 정밀한 접합선을 추출하기 위해 원본해상

도의 비용 영상을 생성하였다. 초기 접합선 추출할 때

생성한 원본 NDVI 이진영상과 원본 멀티스펙트럴 영

상에서 Canny 에지 추출자를 이용하여 각각의 에지를

추출하여 NDVI 에지와 멀티스펙트럴 에지를 레벨화

하여 원본해상도 비용 이미지를 생성하였다. Fig. 7은

KOMPSAT-2 원본해상도 비용 이미지와 일부지역을

확대한 모습이다.

Fig. 7(b)에서 검정색 화소는NDVI 에지이고 회색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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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DVI image of the (a) KOMPSAT-2 satellite image and (b) KOMPSAT-3 satellite image. Binary image of (c) KOMPSAT-2
NDVI image and (d) KOMPSAT-3 NDVI image.

(c) (d)

(a) (b)



소는 멀티스펙트럴 에지를 나타낸다. 이것은 정밀 접합

선이 최우선으로NDVI 에지를 따라 생성되고, 비용 영

상에서 NDVI 에지가 존재하지 않을때 멀티스펙트럴

에지를 따라 생성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비용영상 생성 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기접합

선으로부터 버퍼링 기법을 사용하여 검색영역을 생성하

고, 검색영역내에서정밀접합선을추출하였다. 오류! 참

조 원본을 찾을 수 없습니다. (a), (b)는 KOMPSAT-2/3

영상의 초기 접합선에서 생성한 검색 영역을 나타내고,

(c), (d)는 검색영역을 사용하여 비용영상에서 추출한 범

위 비용 영상을 나타낸다. 최종 단계로 정밀 접합선을

추출하기 위해 범위비용 영상에서 다익스트라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최소비용이되는 경로를 검색하여 정밀

접합선을 추출하였다.

Fig. 9(a), (b)는KOMPSAT-2/3 위성영상을 제안 방법

으로 추출된 정밀 접합선을 사용하여 모자이크를 수행

한 결과이며, 노랑색으로 표시된 선이 정밀 접합선을 나

타낸다. 결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제안 방법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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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initial seamline overlayed on the (a) KOMPSAT-2 image and (b) KOMPSAT-3 image.
(a) (b)

Fig. 7. (a) The cost image of KOMPSAT-2 obtained by the proposed method (b) a magnified subimage extracted from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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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search range of obtained from (a) KOMPSAT-2 and (b) KOMPSAT-3 by buffering technique. The ranging cost image of
KOMPSAT-2 and (b) KOMPSAT-3.

(c) (d)

(b)(a)

Fig. 9.  The mosaicked images obtained from (a) KOMPSAT-2 and (b) KOMPSAT-3 by the final seamline.
(a) (b)



출된 정밀 접합선이 자연지역과 인공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평 가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래스터 기법 중 가장 건물객체를 가로지르는 현상을 효

과적으로 해결하는 기울기 기법과 제안기법을 동일 영

상에 적용한 결과를 비교 분석 하였다. Fig. 10(a), (b)은

KOMPSAT-2 위성영상에 대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

여 추출한 접합선으로 모자이크를 수행한 결과이다.

Fig. 10(b)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울기 기법은 건물과 같

은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산악지역을 통과하는

접합선이 추출됨으로써 촬영시기의 계절적 색상 차이

가 많은 산악지역에서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차이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빌딩이나 건

물에서 기울기의 값이 크게 나타나고, 산악지역에서 기

A Seamline Extraction Techniqu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NDVI for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 Mosa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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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The mosaicked KOMPSAT-2 image obtained by (a) the proposed method and (b) the gradient method in global areas. (c)
The mosaicked KOMPSAT-2 image obtained by (c) the proposed method and (b) the gradient method in local areas.

(c) (d)

(a) (b)



울기의 값이 작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해 건물과 같은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현상을 피할 수 있지만, 산악지역

을 가로지르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반면

NDVI기법은 인공지역과 자연지역의 경계를 따라 접

합선이 추출됨으로써 건물과 같은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산악지역 또한 도로를 따라 통과함으로

써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현상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10(c), (d)는 kompsat2의 도심지 일

부 영역을 잘라내어 두 가지 기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d)는 기울기값이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강을 따라

접합선이 추출되어 건물을 가로지르는 현상을 피할 수

있었고, (c)는 건물이나 도로등의 경계선을 따라 접합선

이 추출되어 건물을 가로지르는 현상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시각적 측면에서 국소지역

(local)에서 두 가지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국지

지역에서는NDVI 기법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제안 기법의 정량적인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익

스트라 알고리즘을 이용한 접합선 추출 시 사용되는

메모리 사용량과 수행속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KOMPSAT-2/3 위성영상에 실험한 결과는 Table. 2

과 같다. 실험 대상인 KOMPSAT-2의 중첩영역의 크

기는 3000 × 3000이고, KOMPSAT-3의 중첩영역은

4843 × 4530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구현 시, 제안한 그래프방법이 기본구현 방법

보다 5배 이상의 속도 향상을 보였으며, 메모리는 3배

이상의 절감효과를 보였다.

Fig. 4 는 기울기 기법과 제안 기법의 메모리 사용량

과 속도를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KOMPSAT-2 접

합선 추출시 제안기법이 기울기 기법보다 메모리 사용

량이 2.5배 감소하였고, 속도는 9배 감소하는 효과를 보

였으며, KOMPSAT-3 접합선 추출시 기울기 기법은 메

모리 오버 플로우로 실행 도중 중지되어 메모리 및 시

간 측정이 불가능한 반면 제안기법은 초기 접합선과 정

밀접합선의 시간을 모두 합쳐 30초 이내에 접합선을 추

출할 수 있었다.

위의 실험은 Intel(R) Xeon(R) 3.2GHz 프로세서, 4GB

메모리와 1TB 하드디스크 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

이 일반적인 래스터 기법보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

더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접한 두 장 이상의 위성영상 모자이

크 작업 시 요구되는 접합선 추출을 위해, 위성영상에

서NDVI 정보에 기반한 새로운 접합선 추출 기법을 제

시하였고, 이를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시험 평가 하였다.

이를 위해 NDVI 정보를 활용하여 자연지역과 인공지

역의 경계선을 추출할 수 있는 초기 접합선 추출 기법

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위성영상 기반에 다익스트라 알

고리즘을 이용한 최적의 접합선 추출을 위한 추출된 에

지 정보의 비용 변환방법과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효

율적인 구현방법을 제안하였다.

KOMPSAT-2/3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제안 기법의

효용성을 평가한 결과, 접합선이 건물과 같은 도심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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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mean running time and required memory between the basic implementation and proposed implementation
기본 구현 제안방법 구현

초기접합선 정밀접합선 초기접합선 정밀접합선

K2
Memory( Kbyte) 434,528 827,592 69,384 305,236

Time(s) 27.474 23.605 4.742 4.992

K3
Memory( Kbyte) 측정불가 측정불가 162,160 710,020

Time(s) 측정불가 측정불가 11.953 9.02

Table 3.  The comparison of the mean running time and
required memory between the NDVI algorithm and
gradient algorithm

Method
NDVI 기울기

초기접합선 정밀접합선 -

K2
Memory(Kbyte) 69,384 305,236 1,044,676

Time(s) 4.742 4.992 88.342

K3
Memory(Kbyte) 162,160 710,020 측정불가

Time(s) 11.953 9.02 측정불가



설 정보뿐 아니라 산과 같은 자연지역도 관통하지 않게

추출되어,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알고리즘의 적용 가능

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

리즘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향

후 보다 다양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대한 추가 실험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임계치 설정에 따른 접합선 추

출 결과가 달라지므로 보다 완전한 영상 모자이킹를 위

해서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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