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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SHARPENED 고해상도 다중 분광 자료의 영상 복원과 분할

이 상 훈*†

*가천대학교

Image Restoration and Segmentation for PAN-sharpened High Multispectral Imagery

Sanghoon Lee*†

*Gachon University

Abstract : Multispectral image data of high spatial resolution is required to obtain correct information
on the ground surface. The multispectral image data has lower resolution compared to panchromatic data.
PAN-sharpening fusion technique produces the multispectral data with higher resolution of panchromatic
image. Recently the object-based approach is more applied to the high spatial resolution data than the
conventional pixel-based one. For the object-based imag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perform image
segmentation that produces the objects of pixel group. Image segmentation can be effectively achieved
by the process merging step-by-step two neighboring regions in RAG (Regional Adjacency Graph). In
the satellite remote sensing,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f the satellite sensor causes image degradation
during the image acquisition. This degradation increases variation of pixel values in same area, and results
in deteriorating the accuracy of image segmentation. An iterative approach that reduces the difference of
pixel values in two neighboring pixels of same area is employed to alleviate variation of pixel values in
same area. The size of segmented regions i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image segmentation and is
decided by a stopping rue in the merging process. In this study, the image restoration and segmentation
was quantitatively evaluated using simulation data and was also applied to the three PAN-sharpened
multispectral images of high resolution: Dubaisat-2 data of 1m panchromatic resolution from LA, USA
and KOMPSAT3 data of 0.7m panchromatic resolution from Daejeon and Chungcheongnam-do in the
Korean peninsula. The experimental results imply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improve analytical
accuracy in the application of remote sensing high resolution PAN-sharpened multispectral imagery.
Key Words : PAN-sharpening, Image Segmentation, Image Restoration, High Resolution

요약 : 지표면의 공간 정보를 정확히 추출하기 위해서는 고 해상도의 다중 분광 영상 자료를 사용할 필요

가 있다. 범색 영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 해상도를 갖는 다중 분광 자료의 해상도를 범색 영상 급으

로 높이기 위해 PAN-sharpening 융합 기술을 사용한다. 이러한 고해상도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화소

Received November 26, 2017; Revised December 18, 2017; Accepted December 26, 2017.
† Corresponding Author: Sanghoon Lee (shl@gachon.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6-1, 2017, pp.1003~1017
http://dx.doi.org/10.7780/kjrs.2017.33.6.1.9

ISSN 1225-6161 ( Print )
ISSN 2287-9307 (Online)

Article

09이상훈(1003~1017).qxp_원격탐사33-6-1(정규논문)  2018. 1. 4.  오전 11:38  페이지 1003



1. 서 론

지표면의 다양한 분광 특성을 관측하기 위해 Landsat

및 NOAA위성에 탑재되었던 초기의 다중 분광(multi-

spectral) 센서에서 출발하여 공간 해상도를 4 m급 이내

로 향상시킨 센서까지 발전하여 왔다. 4 m급 이내의 공

간 해상도를 가진 다중 분광 센서들은 4개의 밴드 대역

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반사 혹은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를 감지하여 영상을 생성한다. 또한 이러한 다중 분광

센서들을 장착한 platform은 1 m급 이내의 공간 해상도

를 가진 범색(panchromatic) 영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한

다. 위성 원격 탐사를 활용하여 지표면의 공간 정보를

정확히 추출하기 위해서는 높은 공간 해상도의 다중 분

광 영상 자료가 필요하므로 범색 영상의 공간 척도를 가

진 다중 분광 영상은 “PAN-sharpening”이라고 불리는

다중 분광 영상과 범색 영상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생성

된다(Alparone et al., 2006; Vivone, et al., 2015). 고해상도

위성영상 자료에서는 동일한 토지 피복으로부터 관측

되더라도 화소(pixel)들의 분광 값 변이가 발생하여 화

소 기반(pixel-based) 분석방법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PAN-sharpening에 의해 생성된 고해상도 다중 분광 자

료를 사용한 지표면 공간 정보 분석을 위해 화소 기반

분석 방법보다는 고해상도 자료 분석에 주목을 받고 있

는 객체 기반(object-based) 분석(Blaschke, 2009)이 필요

하다. 객체 기반 분석에 사용되는 영상 객체는 일반적

으로 영상 분할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영상 분할(image segmentation)은 많은 영상 분석 시

스템(image analysis system)에서 상위 단계의 영상 분류

(image classification)를 위한 하위 단계 처리 과정 혹은

과정의 일환으로 수행된다. 영상 분할의 목적은 지역 내

의 특성은 동일하고 서로 이웃하고 있는 지역 간에는 서

로 다른 특성을 유지하도록 영상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

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영상 분할에 의해 구성된

지역들은 객체 기반 분석에서 영상 객체로 사용된다. 위

성 영상자료를 사용하는 토지 피복 분류에서 화소 대신

분할 과정을 통해 생성된 영상 객체를 기본 단위로 사

용함으로서 동일한 지표 피복에 대해서 화소 값 간의 변

이를 최소화시켜 분류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Blaschke, 2003). 영상분할문제를위해서많은기법들이

제안되었다(Haralick and Shapiro, 1985; Pal and Pal, 1993).

이러한 기법들은 한계(thresholding) 기법, 경계 탐색(edge

detection) 기법, 지역 기반(region-based) 기법으로 크게

3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계 기법은 영상이 잘 구

별될 수 있는 동일한 강도의 대상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는 가정아래 한계 값을 구하여 영상을 몇 개의 지역으로

분할한다(Pal and Pal, 1993; Tobias and Seara, 2002).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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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보다는 객체 기반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객체 기반 영상 분석을 위해서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들의

집단으로 영상 객체를 생성하는 영상 분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RAG(Regional Adjancy Graph)에 의

해 형성된 인접 지역을 합병하는 지역 확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영상 분할을 할 수 있다. 위성 원격 탐사에서

불 완전한 관측 환경으로 수집한 영상 자료에 질 저하가 일어 난다. 정확한 영상 분할을 위해서 동일 지역으

로 관측된 분광 값의 변이가 최소화되도록 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동일 지역에 속하는 공간적으로 인접한 이

웃들의 화소 값과 차이를 반복적으로 줄여 나가는 과정을 통해 동일 지역에서의 화소 값의 변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영상 객체를 단위로 사용하는 영상 분류에서 오류를 감소시키기 위해 영상 분할 결과에서 적정한

분할 지역 크기를 생성하여야 한다. 분할 지역 크기는 지역 확장 과정에서 합병을 중지하는 단계에 의해 정

해지므로 중지 규칙은 영상 분할 결과의 품질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자료 실험을 통하여 분할의

정확성에 대해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3개의 PAN-sharpened 고해상도 다중 분광 영상 자료에 대해

적용하여 복원의 효과에 대해 실험하였다. 실제 자료의 분석에서는 중지 규칙과 관련된 분할 지역 크기에 대

해 정성적으로 평가 하였다. 사용된 원격 탐사 자료는 1m급의 미국 LA지역에서 수집된 Dubaisat-2 자료와

0.7 m급의 한반도 대전 지역과 충청남도 지역에서 각각 수집된 KOMPSAT-3 자료이다. 실험 결과는 영상

복원은 PAN-sharpened 고해상도 다중 분광 자료의 영상 분할 결과의 정확성을 상당히 제고시킬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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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기법은 서로 특성의 구역 간에 경계를 발견하고 대

상물의 경계선을 대표하는 윤곽선(contours)을 형성함에

의해 영상을 나눈다(Torre, 1986; Canny, 1986; Jain, 1989).

지역 기반 기법은 미리 주어진 어떤 기준을 만족하는 연

결된 화소들의 집단인 지역을 발견하는 기법으로 지역

합병(region merging)과 지역 분리(region splitting) 방법이

있다(Chen et al., 1991; Wu, 1993).

위성 원격 탐사에서는 많은 요소들에 의해 영상을 수

집하는 동안 질 저하 현상이 발생한다. 질 저하 현상은

일반적으로 번짐 현상(blurring)과 잡음(noise)으로 대표

된다. 번짐 현상은 지표면의 영상 자료를 수집하는 위

성들은 지구의 궤도 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영상 시스

템은 관측 목표물에 대해 고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움

직이는 영상 시스템을 통한 관측된 영상은 목표 지점의

주위로부터 반사 강도가 부분적으로 합쳐지는 번짐 현

상을 갖는다. 또한 센서의 성능 등 시스템의 불완전성

과 특히 대기의 turbulence에 의해 지표면으로부터 반

사 강도에 잡음이 발생한다. 이러한 영상 자료의 질 저

하는 동일 토지 피복으로부터 관측된 분광 값 간의 변

이를 증가시켜 위성 영상자료 분석의 정확도를 저하시

킨다. 위성 영상 자료 분석의 정확성을 증가시키기 위

해 질 저하 요소를 제거 혹은 완화하기 위해 영상 복원

을 수행한다. Wiener filtering과 Lucy-Richardson algorithm

(Gonzalez and Woods, 1993) 같은 영상 복원의 전통적인

기술들은 번짐 현상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point

spread function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Chen et al.,

2006). 그러나 원격 탐사 센서의 운영 환경은 복잡하고

특히 대기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정확한 질 저

하 함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Markov Random Field(MRF)

(Kindermann and Snell, 1982)에 기반한 통계적 접근 방

법이 제안되었다(Lee, 2007).

본 연구는MRF에 기반한 고해상도 범색 영상을 위한

영상 복원 연구(Lee, 2016)를 확장하여 PAN-sharpening

에 의해 생성된 고해상도 다중 분광 자료의 영상 분할

에서 영상 복원의 효과를 살펴본다. 영상 분할을 위해서

대표적인 지역 합병 기법인 지역 확장(region-growing)

영상 분할을 통해 영상 객체를 생성하였다. 지역 확장

의 과정은 한 화소 혹은 지역과 그의 공간적 이웃들을

비교하여 동질성 기준 혹은 통계적 유사 치에 근거하여

합병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합병을 위한 기존의 동

질성 기준은 합병의 대상이 되는 인접하고 있는 두 객

체(화소 혹은 지역)들의 통계 값만을 고려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대상 객체들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 하

는 합병을 위한 동질성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영상 분

할을 위한 중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 확장 분할

에서 단계적 합병 과정을 중단하는 중지 규칙이 제공되

고 주어진 규칙에 따라 분할 지역의 크기가 정해진다.

영상 분할 결과는 분할 지역의 크기에 의해 과대 분할

(over segmentation), 과소 분할(under segmentation) 그리

고 최적 분할(optimal segment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Castilla andHay, 2008). 과대 분할과 과소 분할의 결과는

분할 지역을 사용하는 영상 분류의 정확도를 저하시키

므로 최적 분할을 생성하는 중지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복잡한 형태의 복합 구조를 가진 지표면으로 관측된

실제 고해상도 영상 자료를 분석할 경우 정확한 지표면

의 참조 자료를 구성하기가 무척 어렵고 구성한다고 하

더라도 매우 일부 지역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일부 지

역의 참조 자료를 사용할 경우 채택된 지역에 따라 정

량적 분석 결과는 왜곡될 수 있다. 정량적 평가를 위해

서 4개의 서로 다른 지표면 형태를 대표하는 pattern을

사용하여 질 저하된 모의(simulation)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위성 자료 자료 분석에서는 서

로 상이한 지표면 형태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정성적 평가만을 수행하였다. 실제 자료 분석에서는 미

국 LA지역의 1 m급 범색 영상을 가진Dubaisat-2 자료와

한반도 대전 지역과 충청남도 지역에서 관측된 0.7 m급

범색 영상을 가진KOMPSAT-3 자료를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1) 영상 복원

영상 복원은 질 저하된 관측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

는 과정으로 동일 토지 피복으로부터 관측된 분광 값의

변이를 완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영상 복원은 고

해상도 범색 영상의 잡음 완화를 위해서 제안된 MRF

기반 Point-Jacobian반복 MAP추정 방법(Lee, 2016)을

PAN-SHARPENED 고해상도 다중 분광 자료의 영상 복원과 분할

– 1005 –

09이상훈(1003~1017).qxp_원격탐사33-6-1(정규논문)  2018. 1. 4.  오전 11:38  페이지 1005



PAN-sharpening에 의해 생성된 고해상도 다중 분광 자

료에 확장 적용하였다. PAN-sharpened고해상도 다중

분광 자료를 위한 Point-Jacobian반복MAP추정은 개별

i번째 화소에 대해 초기 추정치 x̂0i = yi 주어진다면 h번째

반복 단계에서 다음과 같다:

          x̂h
i = (Σ-1

t + βijI4 )-1

          (Σ-1
t yi +   βT

ij x̂j
h-1 ) for∀i∈I16n

              (1)

식 (1)에서 I16n은 PAN-sharpening에 의해 생성된 다중

분광 영상에 속하는 화소들의 색인 집합이고 yi는 i번째

화소의 4개 band고해상도 다중 분광 자료이며 x̂ h
i 는 h번

째 반복 단계에서 복원된 다중 분광 vector를 나타낸다.

Σi는 i번째 화소의 분광 공분산이고 βij는 크기 4의 vector

로 각 요소는 각 분광 band에서 i번째와 j번째 화소간 결

합 강도를 나타내는 비음 계수이다. 그리고 WC는 i번째

화소를 중심으로 이웃하고 있는 화소들의 색인 집합으

로 정해진 크기의 창이고 I16n은 고해상도 영상의 화소들

의 색인 집합이며 I4는 4×4단위 행렬을 표시한다.

원래 강도의MAP반복 추정은 이웃 창의 크기를 정

하고 관측 영상의 (공)분산 행렬이 주어진다면 결합 강

도 계수 값을 각 반복 단계마다 수정된 영상으로부터 구

해 진 값으로 갱신하면서 반복 과정을 수행한다. 반복

추정의 h단계에서 주어진 이전 단계의 원래 강도 추정

치에 대해서 현재 단계의 원래 강도의 사후 확률을 최

대화하는 결합 강도 계수를 추정하여 사용하였다(Lee,

2007). 본 연구는 이전 연구(Lee, 2016)에서 단일 band영

상을 위해 사용된 결합 강도 계수를 다중 분광 영상을

위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결합 강도 계수 βij = φi αij로

표현한다면 φi는 크기 4의 vector로 각 분광 band에서 관

측 자료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사전 정보의 크기를 나

타내며, αij는 중심 화소와 WC에 속한 이웃 화소 간의 상

대적인 결합 강도 상수로 Σj∈WC αij = 1이다. 결합 강도는

공간적 이웃 간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band간 관계는 결

합 강도 추정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추정에서 분

광 band의 공분산은 대각 행렬로 가정한다. 각 화소의

평균과 분산 값은 중심 화소와 인접하고 있는 8개의 이

웃 화소들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과정의 조절 상

수 r이 주어진다면 t번째 반복단계에서 추정 값은 다음

과 같다:

          αij = [ for j ∈ WC    (2)
          0                     otherwise

          d2
m (xi, xj) = (xi – xj)T Σi

-1 (xi – xj)

식 (2)에서 Th는 h단계에서 추정 상수 (estimation

constant)이고 초기에는 낮은 추정 상수를 가지며 반복

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높은 값을 가지도록 설정되고,

화소 값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θi는 i번째 화소의 분산을

전 영상의 평균 분산으로 나눈 값이다.

φi = (φi1, …, φi4)T where φim =       (3)

식 (3)에서 σ2im는 i번째 화소의 m번째 분광의 분산 값

이다.

2) 영상 분할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RAG(Ballard and Brown, 1982)

기반 지역 확장 분할(Lee, 2006)은 매 단계 두 개의 서로

이웃하고 지역 간의 합병을 통하여 지역을 확장시키는

지역 확장 군집(clustering) 과정으로 결국에는 서로 이웃

하고 지역들이 주어진 중지 규칙에 따른 서로 상이한 특

성을 가지도록 전체 영상을 여러 지역으로 분할한다. 서

로 인접하고 있는 두 지역의 쌍 중에 가장 유사한 쌍을

선택하여 합병하는 전략을 위한 영상 구조는 RAG이다.

영상이 m개의 지역으로 분할되었을 경우RAG은 RAGm

= (Jm, Em)으로 정의된다. Jm = {1, 2, …, m}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nodes의 집합이고 Em⊂Jm×Jm은 Jm에 속하는

두 지역이 서로 인접한다면 존재하는 edges의 집합이다.

RAG의 각 edge에 두 인접 지역 사이의 비용이 정해지

고 최소 비용의 edge가 인접 지역 중 가장 유사한 쌍에

해당한다. RAG기반 지역 확장 분할은 최소 비용을 가

지는 edge가 연결하는 두 노드에 해당하는 두 지역을 합

병하는 과정이다. 두 인접 지역 사이의 비용은 두 지역

간의 비유사성을 나타내는 통계 값에 의해 정해진다. 최

소 비용의 edge를 발견하기 위해MCRNP(Mutual Closest

Regional Neighboring Pair)을정의한다. 지역 r과지역 s가

주어진 동일성 기준에 의해 서로 상호적으로 가장 유사

한 쌍이라면 지역 쌍 (r, s)는MCRNP가 된다. 최소 비용

edge에 연결된 두 지역은 반드시 MCRNP이어야 한다.

Σ
j∈WC

Σ
j∈WC

θj exp [Thd2
m (x̂i

h, x̂j
h)]

θk exp [Thd2
m (x̂i

h, x̂k
h)]Σ

k∈WC

r
σ2

im Σ4
m=1 (x̂h

im – x̂h
j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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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할과정은각단계에서RAG에해당하는MCNRP

의 집합을 형성하여 지역 합병을 위한 최선의 쌍을 검색

하고 합병에 의해 달라지는 RAG을 갱신하는 작업이다.

지역 합병을 위한 비용은 지역 간의 분광 특성의 통

계적 차이 비유사성 계수로 나타내진다. 지역 합병을 위

한 비유사성 계수를 구성할 때 고려 할 점은 합병하는

지역의 분광 적 동질성과 지표면 공간 구조에서 보여주

는 지역적 연속성이다. 지역의 분광 적 동질성만 고려

하였을 때는 비유사성 계수는 일반적으로 합병 대상이

되는 두 지역에서의 분광 값에 만 의존한다(Lee, 2016).

그러나 지역적 연속성을 위해서는 합병에 의한 이웃 지

역들 간 변화를 포함시켜야 한다. 두 지역의 합병에 따

른 이웃 지역들의 분광 특성을를 고려하는 MRF기반

비유사성 계수(Lee and Crawford, 2005)가 제안되었다.

제안 된 기법은 지역적 연속성을 고려하는 통계 모형을

사용하여 이웃 지역 변화를 고려 함으로서 보다 나은 분

할 결과를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유사성 계수는

두 대상 지역의 합병 전과 합병 후의 내부 변화와 병합

에 따른 이웃 지역들과 분광 값의 차이를 포함한다: xk

가 k번째 화소의 복원된 다중 분광 vector이고Gj가 지역

j에 속하는 화소들의 색인 집합이고 Rj가 지역 j와 인접

하고 있는 지역들의 색인 집합이라면 본 연구에서 제안

하고 있는 두 지역 r과 s 간의 비유사성 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λ(r, s) = λI(r, s) + βλE(r, s)                      (4)

λI(r, s) = d2
m(xk, x–r∪s) – [ d2

m(xk, x–r) + d2
m(xk, x–s)]

λE(r, s) = d2
m(x–j, x–r∪s) – [ d2

m(x–j, x–r) + d2
m(x–j, x–s)]

식 (4)에서 x–k는 k번째 지역의 평균이고 β는 가중 계

수이다. λI는 합병에 의한 내부 변동을 나타내며 λE는 이

웃 지역과 분광 값의 차이인 외부 변동을 나타낸다. 합

병이 이루어 짐에 내부 변동은 병합 지역에 속하는 양의

값을 가지는 반면 지역들의 합병은 지역적 연속성을 커

지게 하므로 외부 변동은 음의 값을 가진다고 가정된다.

영상 분류의 하위단계로서 영상 분할에서 최적 분할

은 분류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영상 분

할에서 최적 분할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합병을 중단하

는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모집단의 특성 값에 근거한

모형(parametric model)을 사용한 분석에서는 대부분 중

지 규칙은 chi-squared혹은 F 분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원격 탐사의 영상 자료에 대한 분포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최선의 분할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non-parametric방법이 효과적 일 수 있다. 지역 확장 분

할에서 모든 가능한 인접 지역의 쌍 중에서 동질성 기

준을 만족하는 지역 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병을 중

단하도록 한다면 최적 분할을 위해서 적정한 동질성 기

준을 정해야 한다. 이러한 동질성 기준은 합병 지역의

내부 표본 분산(intra-cluster sample variance) 기반으로 구

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지 규칙을

제안한다:

가) 인접한 지역 쌍의 합병이 되었을 때 4개의 band별 합
병 지역의 표본 분산 중 하나 이상의 표본 분산이 한
계 값보다 크면 합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주어진 한계 값에서MCNRP가 존재하지 않으면 합
병 과정을 중단한다.

위의 중지 규칙에서 표본 분산과 한계 값의 비교는

band별로 수행하므로 한계 값은 band별 전 영상의 표본

분산의 배수로 주어진다. 이 배수는 중지 상수이며 중

지 상수의 크기에 따라 영상 분할의 크기가 정해지므로

중지 상수는 최적 분할의 중요한 요소이다.

3. 실험 및 평가

1) 모의 자료 실험

영상 복원을 통한 Pan-sharpened다중 분광 자료의 영

상 분할의 정량적 평가를 위하여 Fig. 1에 보여준 4개의

pattern들을 사용하였다. 4개의 각 pattern에 대해 다중

분광에 해당하는 256×256 크기의 4개 band자료와 범

색 영상에 해당하는 1024×1024 크기의 단일 band를 생

성하여 잡음과 번짐에 질 저하시킨 모의 자료를 사용하

였다. 모의 자료 pattern의 각 class는 일정한 평균 값을

가지도록 평균 값 자료를 생성한 다음 Gaussian번짐

(Nixon and Aguado, 2008)이 발생한 자료를 생성하고 번

짐 자료에Gaussian잡음이 가산하여 질 저하를 시켰다.

번짐의 정도는 번짐에 사용되는 Gaussian분포의 표준

편차(σ)로 주어지고 높은 편차 값을 가질수록 번짐의 정

Σ
k∈Gr∪s

Σ
k∈Gr

Σ
k∈Gs

Σ
j∈Rr∪s

Σ
j∈Rr

Σ
j∈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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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커진다. 각 class간 평균 값 차이는 일정하도록 설

정하였으며 잡음 수준 SNR(signal noise ratio)은 일정한

평균 값 차이를 잡음 편차 값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

SNR이 적을수록 잡음 수준이 높다. 모의 실험에서는

256×256 크기의 4개 band 자료에 대해서 편차 1.0인

Gaussian번짐과 SNR 1.0의 Gaussian잡음을 가산하여

관측 다중 분광 모의 자료가 생성되었다. 단일 band영

상에 대해서는 여러 수준에서Gaussian번짐과Gaussian

잡음을 사용하여 관측 범색 모의 자료를 생성하였다. 단

일 band영상을 위한 번짐 수준은 편차 1, 1.5, 2.0이고 잡

음 수준은 SNR 1.0, 0.5, 0.33이다. 다음, 4개 band의 관측

다중 분광 모의 자료와 관측 범색 모의 자료를 사용하

여 Pansharpening에 의해 생성된 고해상도 다중 분광 모

의 자료는 영상 복원을 통해 영상 분할에 적용되었다.

Pattern A는 도심지역에 자주 나타나는 공간적 구조

를 대표하는 pattern으로 균일한 배경에 배경과 다르고

동일한 평균 값을 갖는 476개의 사각형 지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우선 위의 설명된 것처럼 질 저하 된 Pattern

A의 모의 자료에 대해 Pansharpening을 수행하여 고해

상도 다중 분광 모의 자료를 생성하였다. 이 자료에 대

해 영상 복원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적용한 경우의 영

상 분할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평가 목적

으로 영상 분할이 주어진 영상을 477(배경+ 476개의 사

각형)개의 지역 수를 갖도록 합병을 수행하였다. 분할

오류 율은 원래 pattern의 평균 값과 영상 분할에 의 형

성된 분할 지역의 평균 값을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Fig.

2는 여러 수준으로 질 저하를 한 Pattern A의 자료에 대

한 영상 분할의 오류 율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전 수준

에서 영상 복원은 영상 분할의 정확도를 상당히 높여 줌

을 보여준다. 영상 복원은 자료가 번짐 수준이 낮을수

록 영상 분할의 정확도를 높이나 영상 복원을 적용하지

않은경우는번짐수준에영향을받지않는다. Fig. 3은여

러 질 저하 수준에 대한 오류 감소율을 보여 준다. 오류

감소율은영상복원후영상분할을한오류율을영상복

원을 하지 않고 영상 분할한 오류 율로 나눈 값이다. 오

류 율이 적을수록 영상 복원의 적용이 영상 분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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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mulation patterns.
Pattern DPattern CPattern BPattern A

Fig. 3.  Error reduction rates of Pattern A simulation data: The
number represents a standard deviation value for
Gaussian blur (1 → 1, 2 → 1.5, 3 → 2).

Fig. 2.  Error rates of Pattern A simulation data: A means the
results without image restoration and R with image
restoration. The number represents a standard deviation
value for Gaussian blur (1 → 1, 2 → 1.5,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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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Fig. 3에서 보듯이 모의 자

료의 번짐 수준이 낮아질수록 영상 복원이 영상 분할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잡음 수준

이 높아 질수록(SNR이 작아질수록) 대체로 더 많은 영

향을 끼친다. 질 저하 수준이 낮은 자료에서는 영상 복

원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적용한 경우가 보다 못하지

만 어느 정도 낮은 분할 오류 율을 발생시키지만 결과

영상물의 분할 행태는 올바르지 않았다. Fig. 4는 σ = 1.0
과 SNR = 1.0의 모의 자료에 영상 분할을 수행한 결과

로 구성된 분할 형태를 보여준다. 전시 목적으로 1024×

1024 크기의 전 영상 대신 256×256 소 부분 영상만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 복원을 하지않은 경우와 복원을 한

경우 영상 분할 오류 율은 각 3.7%와 1.9%이었다. 복원

을 하지 않고 영상 분할을 수행한 경우에도 3.7%의 낮

은 분할 오류 율을 발생시켰지만 적절한 분할 형태를 구

성하지 못했다. 특히 적절한 배경 형태를 구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Fig. 5는 σ= 1.5와 SNR= 0.5의 모의 자료에

대한 영상 분할 형태를 보여준다. 영상 복원을 하지 않

은 경우 26.5%의 높은 오류 율을 발생시켰고 배경뿐만

아니라 사각형 구조의 적절한 형태를 발견하는 데 실패

하였으나 영상 복원을 통해서 적정한 분할 형태를 발견

할 수 있다.

다음으로 Pattern B의 모의 자료에 대해 실험을 수행

하였다. Pattern B는 농림 자연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표

면 형태를 대표하고 있으며 5개 class로 구성되어 있다.

Fig. 6는 질 저하 수준에 따른 분할 오류 율을 보여 주고

있고 Fig. 7은 분할 오류 감소 율을 보여준다. 이 figures

에서 보듯이 영상 복원은 영상 분할의 오류 율에 감소시

키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 율이 100%이상의 결과를 발생

시킨다. Fig. 8과 Fig. 9는 높은 잡음 수준(SNR = 0.33)에

서 각각 번짐 수준 σ의 1.0과 1.5의 모의 자료에 대해 영

상 분할을 수행한 결과 분할 형태를 보여준다. 영상 복

원을 적용 안한 경우와 적용한 경우 분할 오류 율은 비

슷하나 영상 복원을 하지 않는 영상 분할의 결과는 일

부분 지역에서 적절한 분할 형태를 구성하는 데 실패하

였다. Pattern C와D의 모의 자료에 대한 영상 분할을 수

행 했을 때 Fig. 10과 Fig. 12는 각 각 질 저하 수준에 따

른 분할 오류 율을 보여 주고 Fig. 11과 Fig. 13은 σ = 1.5
와 SNR = 0.5의 질 저하 수준에 대한 영상 분할 형태를

보여준다. Pattern C의 모의 자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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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gmentation results for simulation data of σ = 1.0 and
SNR = 1.0: without image restoration (left) and with
image restoration (right).

Fig. 5.  Segmentation results for simulation data of σ = 1.5 and
SNR = 0.5: without image restoration (left) and with
image restoration (right).

Fig. 6.  Error rates of Pattern B simulation data. Fig. 7.  Error reduction rates of Pattern B simulati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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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상 복원을 적용한 경우가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분할 오류 율을 감소시켰으나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낮은 분할 오류 율을 발생시키므로 괄목할 만큼 정확도

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Fig. 11에서 보듯이 영상

복원을 하지 않은 영상 분할은 보다 적절한 분할 형태

를 구성한다. Pattern D의 모의 자료에 대해서는 Fig. 12

와 Fig. 13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분할 오류 율과 분할 형

태에서 영상 복원은 영상 분할에 월등한 결과를 산출하

게 하였다. Pattern C의 실험 결과는 Pattern B의 결과와

유사하고 Pattern D의 실험 결과는 Pattern A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2) 원격 탐사 자료 실험

이 실험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지역으로부터 수집된

범색 영상 공간 척도로 1024×1024 크기의 위성 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14에서는 3개 지역의 PAN-sharpening

에 의해 생성된 다중 분광 위성 자료를 보여 주고 있다.

첫 번째 영상은 미국 Los Angeles의 도시 주변 지역에서

2014년 2월에 관측된Dubaisat-2 자료이고 두 번째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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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egmentation results for simulation data of σ = 1.0 and
SNR = 0.33: without image restoration (left) and with
image restoration (right).

Fig. 9.  Segmentation results for simulation data of σ = 1.5 and
SNR = 0.33: without image restoration (left) and with
image restoration (right).

Fig. 10.  Error rates of Pattern C simulation data.
Fig. 11.  Segmentation results for simulation data of σ = 1.5 and

SNR = 0.5: without image restoration (left) and with
image restoration (right).

Fig. 12.  Error rates of Pattern D simulation data. Fig. 13.  Segmentation results for simulation data of σ = 1.5 and
SNR = 0.5: without image restoration (left) and with
image restor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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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영상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2014년 3월 관측된

KOMPSAT-3 자료이다. KOMPSAT-3 자료는 각각 대

전 도시 지역과 충청남도의 농촌 자연 지역으로부터 수

집되었다.

실제 고해상도 원격 탐사 자료 분석에서는 전 관측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표면 참조 자료를 구성하기가 무

척 어렵고 부분적으로 참조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참조

지역의 선택에 따라 평가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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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64×64 sub images of Dubaisat-2: PAN-sharpened image (upper left), restored image (upper right),
segmented image without restoration (lower left), segmented image with restoration (lower right). 

Fig. 14.  PAN-sharpened Images: :Dubaisat-2 data of Los Angeles,USA (left), KOMSAT-3 data of Daejeon
urban area (middle), KOMSAT-3 data of Chungcheongnam-do area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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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적절할 수 있다. 본 연구

의 수집된 위성 자료의 실험에서는 영상 분할의 결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제 자료의 평가에서

는 상위 단계의 영상 분류의 정확도와 연관된 영상 분

할에 의해 구성된 분할 지역의 크기에 대하여 중점적으

로 분석을 하였다. 영상 분할에 의해서 구성된 분할 지

역의 크기는 지역 확장 영상 분할에서 합병을 중지하는

규칙과 가장 연관이 있다. 두 지역 집단이 합병하여 집

단 j가 되고 Gj와 nj가 집단 j에 속하는 화소들의 색인 집

합과 이 집합의 화소 수라면 집단 j의 m번째 내부 표본

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2

m (nj, Gj) = (xkm – x–mj)2

                  (5)

                             x
–

mj =

식 (9)에서 xkm은 PAN-sharpened영상 자료의 k번째

화소의 m band분광 값이다. 현 단계에서 최소의 비유사

성 계수를 가지는 두 지역이 합병하여 지역 j로 새로 구

성 된다면 본 연구의 지역 확장 영상 분할은

    S2
m (nj, Gj) < KS–2

m for ∀m과 MCNRP의 수 > 0     (6)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합병을 중단한다. 

S–2m은 전체 영상의 표본 본산으로 식 (5)에서 집단 j가 전

체 영상인 경우이다. 지역 확장 분할에서 분할 크기는

중지 상수 K에 의해 정해진다.

우선 PAN-sharpened Dubaisat-2 자료에 대해 영상 복

원과 분할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합병 중
Σ

k∈Gj

1
nj

Σk∈Gj xkm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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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egmented images without (left) and with (right) image restoration: for Dubaisat-2 data of Los
Angeles,USA (upper), KOMSAT-3 data of Daejeon urban area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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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위해 K = 10을 사용하였다. 시각적 분석을 위하여

복잡한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는 64×64 크기의 소 지역

을 선택하였다. Fig. 15는 Dubaisat-2 지역의 왼쪽 상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소 지역의 PAN-sharpened영상

자료와 소 지역의 실험 결과를 보여 준다. 이 figure에서

보듯이 영상 복원을 통한 분할이 복원 없이 분할을 수

행한 경우보다 보다 적절한 분할 형태를 구성하였다, 두

분할된 영상을 비교하면 분할 형태의 적절성은 전시된

소 지역의 하단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영상 지역에 속

해있는 구조물 간의 구분이 복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명

확하지 않았으나 복원을 통한 영상 분할은 적절한 구분

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Fig. 15의 복원 영상에서

보듯이 동일한 특성을 가진 인접 화소들이 서로 유사한

값을 갖도록 하는 복원 과정이 동일 특성 지역 내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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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Boundary configurations map resulting from image segmentation with restoration
for PAN-sharpened images of Dubaisat-2 (left) and Daejeon KOMSAT-3 (right):
K = 10 (top), K = 30 (middle), K = 50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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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값 변이를 줄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Fig. 16은 K = 30을 사용하여 두 지역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Figure에서는 영상 내용을 좀 더 명

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512×512 크기의 부분만 전시하

고 있으며 분할 지역을 구분하는 검은 경계선을 포함하

고 있다. 두 지역에 대한 실험 모두에서 복원 후 영상 분

할을 수행한 경우 복원을 하지 않은 경우 보다 단순한

분할 형태를 구성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Dubaisat-2 실

험 결과를 보면 영상 복원을 하지 않고 영상 분할을 수

행한 경우는 다소 복잡한 형태의 분할 결과를 생성한다.

영상 분할의 복잡한 형태는 단일 특성 지역이 여러 개

의 소 지역으로 분할되는 과소 분할에 의해 기인한다.

과소 분할은 분할 지역을 단위로 사용하는 분류에서 오

류를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과소 분할 현상

은 복잡한 분광 특성을 가진 지면의 분할에 많이 나타

난다. 과소 분할의 문제점은 영상 복원을 통한 영상 분

할에서 많이 완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과소 분할

의 완화 현상은 Dubaisat-2 실험 결과 영상의 오른쪽 부

분에 분명히 나타난다. 복원을 하지 않은 분할에서는

동일 특성의 넓은 지면이 많은 구역 경계가 구성되었지

만 복원에 의한 분할 형태는 단순한 구역 경계를 구성

하였다. 또한 실험 결과 영상의 왼쪽 상단 부분의 구조

물의 형태를 보면 영상 복원은 동일 사물에 대해 분광

값의 변이를 감소시켜 영상 분할에서 영상에 포함된 구

조물을 좀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구분함을 알 수 있다.

대전 KOMPSAT-3 자료의 실험 결과는 영상 복원이 좀

더 명확히 과소 분할 문제점을 완화 시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개선은 영상 속의 두 밝은 사각 지역과 왼

쪽 부분의 수풀 지역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중지 상수 변화에 따른 두 지역의 분할 수

가Table 1에서 제시된다. Fig. 17은 Fig. 16지역에 대해 영

상 복원 후 중지 상수 10, 30과 50을 사용한 영상 분할에

의해 구성된 구역 경계선 map을 보여 준다. 개별 분할

지역의 크기에 따라 영상 분할의 결과는 과대 분할, 과

소 분할 그리고 최적 분할로 구분 할 수 있다. 과대 분할

은 지표상 단일 특성의 큰 지역이 다수의 서로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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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Boundary configurations map resulting from image segmentation with restoration for PAN-sharpened
images of Chungcheongnam-do KOMPSAT-3: K = 20 (left), K = 60 (middle), K = 100 (right).

Fig. 18.  PAN-sharpened image (left), segmented image without restoration (middle), and with restoration (right) of
Chungcheongnam-do KOMPSA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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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소 지역으로 조성되는 영상 분할 결과를 의미한다.

분할의 상위 단계인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 특히 과대 분

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과소 분할은 낮은 중지 상수 값

에 의해 발생하고 높은 중지 상수 값은 과대 분할을 초

래한다. Fig. 17의 구역 경계선map을 살펴 보면 중지 상

수 값 10은 과소 분할을 발생시키지만 중지 상수 값 50

을 사용한 경우 다소 과대 분할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

다. 대전 KOMPSAT-3의 구역 경계map을 보면 건물 사

이의 작은 사물이 중지 상수 값 30을 사용하였을 때 나

타나지만 50을 사용한 경우 사라진다. Table 1의 지역 분

할 수를 보면 중지 상수 값이 30일 때와 40일 때 동일한

지역 분할 수를 생성하였다. 지역 분할 수에 작은 변화

가 일어나는 점을 중지 상수 값으로 정할 수 있다.

다음은 충청남도 KOMPSAT-3를 사용하여 자연 지

역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Fig. 18에 512×512 크기의

PAN-sharpened영상 자료, 영상 복원 없이 영상 분할한

결과, 영상 복원 후 영상 분할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figure의 분할 결과는 중지 상수 100을 사용하여 얻은 것

이다. 자연 지역에 대해 영상 복원은 더 매끈한 경계선

을 가진 단순한 분할 결과를 발생시킨다. Fig. 19는 Fig.

18지역에 대해 영상 복원 후 중지 상수 20, 60과 100을

사용한 영상 분할에 의해 구성된 구역 경계선map을 보

여준다. 이 figure의 구역 경계선 map은 자연 지역의 분

석에는 도시 지역에 비해 큰 중지 상수 값을 요구한다

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분할 전 PAN-sharpened자료와

분할 결과를 비교하면 연속적으로 주로 넓은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는 자연 지역에 대해서 영상 복원 후 높은

중지 상수를 사용한 영상 분할한 결과를 사용하면 더 효

과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PAN-sharpened고해상도 다중 분광 영상

자료에 대한 영상 분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확한 영상

분할은 분할 지역을 영상 객체로서 단위로 사용하는 객

체 기반 영상 분류를 위해서 특히 중요하다. RAG기반

지역 확장 영상 분할은 수치 영상의 계층 구조에 따라 단

계적으로 하위 수준의 두 개의 작은 지역들을 상위 수준

의 하나의 더 큰 지역으로 합하는 과정으로RAG에 의해

구성된 서로 인접하고 있는 두 지역의 쌍들 중 최소 비유

사성을 가진 쌍의 두 지역을 합병하면서 지역 확장을 수

행하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병하는 지역의 통계

값과 합병에 의한 이웃들과 값 차이를 포함하는 비유사

성의 계수를 제안하고 있다. 이웃들과 값의 차이는 영상

구조에서 지역적 연속성을 고려하기 위해서이다.

PAN-sharpening에 사용되는 범색 영상 자료와 다중

분광 자료는 관측 환경의 불 완전성으로 수집 시 질 저

하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PAN-sharpening에

생성된 고해상도 다중 분광 자료 역시 이런 질 저하 요

소를 갖고 있다. 질 저하 요소는 영상 분할의 정확성을

저하시키므로 질 저하 요소의 제거 또는 완화는 영상 분

할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고해상도 범

색 자료를 위한 영상의 질 저하를 제거하는 영상 복원

방법이 제안되었다. 이 제안 방법은 MRF기반한 반복

추정 방법으로 동일 특성의 지역에 속하는 공간적으로

인접한 이웃들의 화소 값과 차이를 줄여 나가면서 동일

지역에서의 화소 값의 변이를 감소시킨다. 본 연구는

단일 band를 위한 방법을 PAN-sharpened다중 분광 자

료의 영상 분할을 정확성 높이기 위해 확장되어 적용되

었다. 영상 복원에 의한 영상 분할의 정확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4개의 pattern을 사용하여 생성된

PAN-sharpened고해상도 다중 분광 모의 자료를 사용

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모의 자료 실험에서 도

시적 구조의 pattern자료에 대해서 영상 복원에 의한 영

상 분할은 분할 정확도를 괄목할 정도로 개선시켰다. 영

상에 포함된 구조물이 단순한 형태로 큰 크기로 분포되

어 있다면 영상 복원을 하지 않은 영상 분할도 낮은 정

확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단순한 형태의 경우 복원을 적

용하지 않은 영상 분할은 낮은 분할 오류 율에도 적절

하지 못한 분할 형태를 산출하였지만 영상 복원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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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Semented Regions according to Stopping
Constant K

K
Dubaisat-2 Daejeon KOMSAT-3

without
restoration

with
restoration

without
restoration

with
restoration

10 9224 6666 12429 7607
20 4548 3677 5502 3821
30 1950 1654 2522 1786
40 1950 1654 2522 1786
50 616 505 1168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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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은 올바른 형태를 발생시켰다.

영상 분할 결과는 분할 지역의 크기에 따라 과대 분할,

과소 분할, 최적 분할로 구분되는 데 과대 분할과 과소

분할은 영상 분류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므로 최적 분할

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할 지역의 크기는 지역 확

장 과정에서 합병을 중단하는 단계에 따라 정해지므로

최적 분할을 위해서 적정한 중지 규칙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지 상수를 포함하는 새로운 중지 규칙을 제

안하였다. 실제 위성에서 관측된 자료에 의해 생성된

PAN-sharpened고해상도 자료를 사용하여 영상 복원이

영상 분할 결과에 끼치는 영향을 분할 지역 크기를 포

함한 분할 형태의 결과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

석에서 영상 복원은 영상 분할에서 영상이 포함하고 있

는 구조물 간의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하였으며 좀 더

단순하고 명확한 분할 형태를 생산하였다. 실제 자료의

분석에서는 원래의 분할 형태를 알 수 없으므로 최적 분

할을 위한 중지 상수를 발견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러므로 중지 상수는 과대 분할 혹은 과소 분할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중지 상수를 정해야 하며 과소 분할 보다

과대 분할이 상위 단계의 영상 분류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과대 분할을 위한 중지 상수는 피

해야 한다. 지역적 연속성을 가지며 주로 넓은 지역의

분포를 가지는 자연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큰 중지

상수를 사용해야 한다.

원격 탐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위성이나 항공기

같은 platform에 탑재된 sensor에서 제공하는 영상의 공

간 해상도는 점점 향상할 것 이다. 그러므로 위성에서

탐사 된 고해상도 자료는 지표면의 매우 자세한 사항들

을 포함을 할 것이고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을 분석하기

위한 영상 처리 기술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실험 결

과에서 나타나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영상 복원 과정

을 통한 영상 분할은 PAN-sharpened고해상도 다중 분

광 자료에 대한 영상 분석의 정확성을 효과적으로 개선

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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