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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ffectively perform relative color correction for high-resolution
aerial ortho image. For this study, relative geometrical error between adjacent images was analyzed. The
block sum method is proposed to reduce the relative geometrical error. We used the regression coefficients
determined based on the block sum size to perform the color correctio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ative color correction was visually performed well. Quant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histogram similarity analysis. It is proved that block sum method is useful for relative color correction.
Particularly, the block sum size was very important to correct color based on the amount of relative
geometrical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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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동일 촬영시기 정사영상에 대한 색상보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를 위하여, 인접 영상 간 상대적인 지상좌표 위치오차를 분석하였다. 위치오차를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block sum 방법을 제시하였다. 각각 block sum 크기에 따라 결정된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상대색상보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시각적으로 상대색상보정이 잘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히스토그램

유사성 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이로부터 block sum 방법이 상대색상보정에 유용함이 증명되었다. 특히

상대적인 지상좌표 위치오차의 양에 따라 block sum 크기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오

차가 클수록 높은 크기에서의 block sum 적용이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eceived July 5, 2017; Revised July 26, 2017; Accepted August 5, 2017; Published online September 27, 2017.
† Corresponding Author: Kyungsik Jung (jungks9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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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17, pp.495~506
http://dx.doi.org/10.7780/kjrs.2017.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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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1. 서 론

공간해상도 1 m급 이하의 항공영상은 사용자가 원

하는 시기에 높은 공간해상도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적시적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일 예로서, Kim et al.

(2015)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대를 대상으로 고해상 자

료가 요구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추출한 바 있

으며, Oh et al. (2016b)은 전라남도 완도군 주변의 적조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또한Eom et al. (2010)과Hwang

et al. (2014)은 다중시기의 항공영상과 위성영상을 활용

하여 해안선 변화를 탐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기 예

로 든 연구분야는 모두 영상의 촬영시기가 중요한 것으

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촬영할 수 있는 항공영상의

활용이 적합하다. 또한 고해상 자료가 요구되는 세분류

토지피복지도 제작과 관련된 연구에도 항공영상은 반

드시 활용되어야 할 공간정보라 할 수 있다(Oh et al.,

2016; Kim et al., 2014).

항공영상은 위성영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고

도와 낮은 순간시야각(instantaneous field of view, IFOV)

으로 촬영되어 각 영상의 촬영폭(swath)이 작다. 따라서

넓은지역의 연구를 위해 각각의 촬영된 영상들을 집성

하여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영

상들을 대상으로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GCP)

을 이용하여 번들조정(bundle adjustment)을 수행하고,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이용하여

정사보정을 수행한다. 이러한 항공영상의 번들조정과

정사보정 방법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Yoo and Lee, 2010; Choi et al., 2007;

Kim and Um, 2015; Lee and Lee, 2016).

이때, 각각의 보정된 항공영상은 촬영시스템과 보정

기법의 한계로 인하여 인접한 영상 간 채색과 명암이 다

르게 나타나게 된다. 색상보정이란 촬영당시에 발생한

영상 간의 색상에 대한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으로서 집

성된 영상에서 하나의 통일된 색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색상을 보정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즉, 색상보정의 가장

큰 목적은 인접영상의 접합선을 기준으로 나타나는 색

상차이로 인한 시각적인 이질감을 완화하여 자연스러

운 색상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큰 목적으로 한다(Park et

al., 2008).

이를 위하여, 인접영상 간 통일된 색상을 확보하기

위한 색상보정 방법이 제시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활

용되는 색상보정 방법은 전역 특성을 고려한 히스토그

램 매칭(histogram matching) 방법이다(Park et al., 2001;

Richards and Jia, 2006; Kim et al., 2010). 히스토그램 매칭

기법은 두 영상의 색상분포를 유사하게 보정해 주는 방

법으로, 기준영상(reference image)과 대상영상(target

image)에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화소값 간의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보정계수를 추정한 후, 대상영상에 보

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Park et al., 2001;

Richards and Jia, 2006; Kim et al., 2010). 이와 같은 히스토

그램 매칭 방법은 간단한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색상보

정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히스토그램 매칭이 최

고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영상의 상대적인 위

치오차가 없어야 한다(Jung and Ho, 2010). 또한 최근에

는 특징점 기반의 대응점 추출 기술을 이용하여 기준영

상과 대상영상 간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통해 색

상을 보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Yamamoto et al.,

2007). 그러나 추출된 대응점의 수가 히스토그램 매칭

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며, 부정확한 대응점이 추출될

경우 색상보정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Jung and Ho, 2014).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두 정사영상의 색

상보정을 위한 히스토그램 매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

기 위해서는 동일화소에 대하여 두 정사영상이 지니는

지상좌표가 완벽하게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각각의 영

상을 서로 다른 지상기준점을 이용하여 정사보정을 수

행함에 따라 두 정사영상의 동일 화소는 각기 다른 지

상좌표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지상좌표의 위치차이는

영상 시스템 상 정사보정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기 때

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2016년 국토지리정보원에

서 고시한 ‘영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 규정’ 및 ‘항공사

진측량 작업규정’에 따르면, 정사보정의 한계를 인정하

여 10 m의 해상도를 지닌 위성영상의 경우 20 m이내,

1/5,000의 축척을 지닌 항공영상의 경우 20 cm이내의

지상좌표 오차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두 정사영상의 색상보정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두 정사영상의 상대적인 지상좌표 오

차를 고려하여 색상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두 정사영상의 상대적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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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좌표오차를고려하여색상보정을수행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인 지상좌표의 오차

를 확인한 후, block sum방법을 이용하여 오차로 발생

한 두 정사영상 간 색상의 차이를 저감하고자 하였다.

block sum크기에 따른 선형회귀계수 변화를 확인하고

자 하였으며, 각각의 추정된 계수를 적용하여 색상보정

을 수행하였다. 이후 색상보정은 히스토그램 구조 유사

성 지수(histogram structural similarity, HSSIM)를 활용하

여 평가하였으며, 위치오차에 따른 적합한 block sum의

크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정사보정 정밀도에 따른 두 정사영상의 색상보정을

위한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Fig. 1). 첫 번째

단계로서, 동일날짜에 촬영한 항공영상을 획득하여 각

각 번들조정과 정사보정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

로서, 두 정사영상의 상대적인 지상좌표 위치오차를 측

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서, 각각의 block sum크기를

적용하여 히스토그램 매칭을 위한 계수를 추정하였다.

네 번째 단계로서 추정된 계수로부터 히스토그램 매칭

기법을 적용하여 대상영상의 색상을 보정 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로서, 보정된 영상의 시각적인 분석과 정량적

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인 지상좌표

위치오차에 따른 적합한 block sum의 크기를 제시하고

자 하였다.

1) 상대 지상좌표 위치오차 분석

상대 지상좌표 위치오차 분석은 동일화소에 대한 두

정사영상의 위치오차 정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기준영

상을 기준으로 대상영상의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위

치변화를 주어 지상좌표 위치오차의 정도를 분석한다.

이때, 대상영상을 가로세로 –5화소에서 +5화소 방향에

대한 위치변화를 주어 오차의 정도를 측정한다(Fig. 3).

오차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일한 위치에서의 평

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활용하

는 것이 적합하다. 동일 날짜에 촬영된 영상의 피복형

태가 유사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타겟영상의 위치변화

에 따라 RMSE는 달라지게 되며, 가장 낮은 RMSE를 지

니는 대상영상의 위치가 곧 이상적인 정사보정의 결과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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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lock sum 방법을 활용한 중첩지역에서의

regression 추정

Block sum방법은가우시안피라미드(Gaussianpyramid)

방법으로도 불리우며, 원영상을 최초의 단계영상으로

가정하고 각 상위 단계별로 해상도가 감소하는 영상을

생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상위 단계

의 영상을 제작할 때 특정화소를 기준으로 주변 영역에

구역(block)을 설정하여 구역 내 화소값들의 평균을 활

용하여 상위 단계의 화소값을 계산한다. 원영상을 세로

방향으로N의 크기, 가로방향으로M의 크기를 지닐 때,

상위 단계의 영상은 N/2×M/2의 크기를 지니게 된다.

block sum을 적용할 수 있는 크기는 2×2, 4×4, 8×8 및

16×16 크기 등으로 짝수배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예를 들어 2×2는 구역 내 네 개의 화소값들의 평

균을 활용하는 것이고, 4×4는 구역 내 열여섯 개의 화

소값들의 평균을 활용하는 것이다(Fig. 2). 이러한 block

sum방법은 상대적인 위치오차로 발생한 동일위치에

서의 화소값 차이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block sum크

기에 따라 저감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block sum을

이용한 상위 단계에서의 화소값은 다음 식 (1)로부터 계

산될 수 있다(Andelson et al., 1984).

        gl + 1 (i, j) =           (1)

여기서, gl 및 gl+1은 각각 l 및 l+1단계에서의 영상을

의미하며, l은 1부터 시작한다. gl(i, j )는 각 단계에서의

i,j에 위치한 화소의 값을 나타낸다.

3) 히스토그램 매칭 방법

히스토그램 매칭은 대상영상의 히스토그램을 기준

이 되는 영상의 히스토그램 분포와 유사하게 만드는 방

법으로, 두 영상의 색상보정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

는 방법이다(Kim et al., 2010). 히스토그램 매칭은 기준

영상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 번째 방법은 기준영상과 대상영상 전체의 히스토그

램을 사용하는 방식이며, 기준영상과 대상영상의 중첩

지역만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일반 적으로 두 인접

영상의 색상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중첩지역의

히스토그램만을 대상으로 하여 색상보정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Kim et al., 2010). 히스토그램 매칭 방법은

기준영상과 대상영상에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화

소값들을 대상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선형회

귀계수를 추정한 후, 추정된 계수를 대상영상의 전체 화

소값에 적용하여 대상영상의 히스토그램을 기준영상

과 유사하게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히스토

그램 매칭은 다음 식 (2)로부터 수행될 수 있다.

                              Ii
tgt˄ = α^i · Ii

tgt β^i                               (2)gl (2i + m, 2j + n)

4

2
∑

m = -2

2
∑

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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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diagram of block sum method.



여기서, Ii
tgt 및 Ii

tgt
˄

은 각각 생상보정 전의 대상영상과

색상보정 후의 대상영상을 나타내며, i는 각각의 채널

영상을 의미한다. α
^

및 β
^

는 기준영상과 대상영상의 중

첩된 지역의 화소값들을 대상으로 선형회귀분석을 통

해 추정된 색상보정 계수를 의미한다.

4) 색상보정 결과 정량적 분석

색상보정 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하여, 중첩

지역에서의 기준영상과 대상영상의 히스토그램 유사

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히

스토그램 유사성평가는 동일지역에서의 히스토그램

변화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며, 정량적인 평

가 또한 가능하기에 색상보정 결과를 평가하기에 적합

하다.

히스토그램 평가방법은 중첩지역에서의 기준영상

과 대상영상의 히스토그램이 동일해야할 것을 가정하

여 정량적으로 상대색상보정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히스토그램 유사성 평가지수는

HSSIM지수로서 두 데이터 간 히스토그램의 구조적 유

사성을 평가하여 두 데이터가 얼마나 유사한지 정량적

으로 나타낼 수 있는 척도이다. HSSIM지수는 다음 식

(3)과 같이 계산된다(Park et al., 2017).

           HSSIM(Iref, Itgt) = V(Iref, Itgt) · R(Iref, Itgt)            (3)

여기서, V(Iref, Itgt)와 R(Iref, Itgt)는 원영상 대비 히스토그

램 분포비(variation ratio)와 원영상 대비 히스토그램 유

사성비(histogram structural similarity ratio)를 의미하며,

각각 식 (4)와 식 (5)을 의미한다.

                     V(Iref, Itgt) =                        (4)

                      R(Iref, Itgt) =                        (5)

여기서, Iref는 기준영상에서 유사성을 평가할 데이터,

Itgt는 색상보정 후 유사성을 평가할 데이터, Iref0 및 Itgt0는

보정을 하지 않은 영상의 데이터를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 상대색상보정은 대상영상만을 대상으로 적용된

것으로, Iref = Lref0이 성립된다. σ는 표준편차, r은 상관

계수,H는 히스토그램 데이터를 나타낸다.

HSSIM index의 가장 큰 특징은 V(Iref, Itgt)를 이용하여

보정 후 히스토그램의 분산이 감소하는 정도와, R(Iref,

Itgt)를 이용하여 보정 후 히스토그램의 유사도 상승 정도

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데 있다. 보정 후 분산이 감소

할수록 V(Iref, Itgt)는 0에 수렴하게 되며, 보정 후 두 히스

토그램이 유사해질수록 R(Iref, Itgt)는 0에 수렴하여 보정

결과가 좋을수록 HSSIM지수는 0에 수렴하게 된다. 반

면, 과보정 되어 분산이 커질수록 V(Iref, Itgt)는 1이상의

값을 지니게되며, 보정 후 히스토그램의 차이가 커질수

록 R(Iref, Itgt)는 1이상의 값을 지니게 되어HSSIM지수는

1이상을 지니게 된다. 보정 전과 보정 후가 동일한 경우,

V(Iref, Itgt)와 R(Iref, Itgt)는 모두 1의 값을 지니게 되어

HSSIM index값은 1을 지니게 된다. 즉, 상대색상보정

결과가 좋을수록HSSIM index는 0에 수렴하게 되며, 과

보정될수록 HSSIM index는 1보다 커지는 값을 가지게

된다(Park et al., 2017).

2.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상대정사보정 정밀도에 따른 색상보

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DMC I카메라

로부터 동일날짜에 촬영된 두 항공영상을 획득하였다

(Fig. 3). DMC I카메라는 면형센서를 탑재하여 프레임

(frame) 단위의 영상을 제공한다. 촬영된 영상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주변의 산악지역을 2016년 9월 20일에

오전 10시에 촬영된 영상으로, Fig. 3은Green, Red, NIR

파장대역의 영상을 각각 청색, 녹색, 붉은색 컬러로 조

합한 것이다.

두 항공영상의 번들보정과 정사보정은 국토지리정

보원의 작업규정에 따라 항공삼각측량을 통한 외부표

정요소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수치표고모델

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공간해상도 25

cm를 지니는 정사영상으로 제작되었다. 이후 수치지형

도와의 위치정확도를 검사하여 약 28.9 cm의 지상좌표

위치오차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영상은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촬영하였기 때문에 산림지역이 중점적으로

촬영되었다. 인접한 두 영상의 경우 동일한 날짜 유사

한 시간에 촬영하였기 때문에 피복의 형태가 크게 다르

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접영상의 경계

선 주변에서는 색상의 차이가 발견되며, 이는 frame카

σ(Iref) σ(Itgt)
σ(Iref0) σ(Itgt0)

1-rH(Iref) H(Itgt)

1-rH(Iref0) H(Itg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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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의 촬영방식에 의한 한계점으로 색상보정이 요구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선정한 영상은 상대적인 지상

좌표의 차이를 지니는 영상이며,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

을 통해 색상보정 결과의 개선을 실험하기에 적합한 영

상이라 할 수 있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Fig. 4와 Fig. 5은 지상좌표 위치오차 분석을 위한 가

로방향 위치오차와 세로방향 위치오차를 나타낸다. 각

각의 그림은 대상영상의 공간적 위치를 원점(위치이동

을 하지 않았을 경우)을 기준으로 가로세로 방향 각각

–5에서 5방향만큼 공간적 위치변화를 주었을 때, 중첩

지역에서의 화소값들의 RMSE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만약 항공영상이 번들조정과 정사보정 단계에서 각각

정밀하게 수행될 경우, 두 인접영상의 중첩지역의 화소

값의 특성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며, 공간적 위치

변화를 강제적으로 주지 않았을 때의 RMSE값이 제일

낮게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험영상은 평균적으로

약 28.9 cm의 위치오차를 지니기 때문에 최소의 RMSE

를 지니는 공간적 위치는 원점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RMSE의 절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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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test image for this study.

Fig. 4. The relative geometric error analysis results in x direction.



수치는NIR영상이Green과Red영상에서 보다 크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산악지역의 특성 상

식생에 민감한NIR영상의 화소값이 상대적으로Green

과 Red영상의 화소값보다 크기 때문이다.

대상영상의 공간적 위치변화를 강제로 주었을 때, 가

로방향과 세로방향의 위치오차는 원점으로부터 멀어

질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의 차이가

커질수록 RMSE는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실험영상의

경우, 가로방향으로 Green과 Red영상은 왼쪽으로 한

픽셀, NIR영상은 왼쪽으로 두 픽셀을 이동했을 경우 가

장 작은 RMSE를 지니며, 세로방향으로 Green과 NIR

영상 아래방향으로 한 픽셀씩 이동했을 경우 가장 작은

RMSE를 지닌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세운 가설과 같이 두

정사영상의 상대적인 위치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곧 대상영상의 색상을 보정할 때 상대적인 지상좌표 위

치오차를 고려하여야 함을 지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인 지상좌표 위치오차를

고려하여 색상보정 결과를 향상시키고자 NIR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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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lative geometric error analysis results in y direction.

Fig. 6. The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at green, red, NIR band, respectively.



대상으로 2×2, 4×4, 8×8, 16×16 크기의 block sum적

용하고, 적용 전후의 선형회귀계수 추정 결과를 비교하

였다. Fig. 6은 block sum방법의 적용을 하지 않은 기준

영상과 대상영상의 중첩지역으로부터 각 block sum의

크기에 따른 회귀계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여기서 가로

축은 대상영상이며, 세로 축은 기준영상이 된다. 그림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 날짜에 촬영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기울기는 1에 수렴하지 않으며 RMSE또한 높

은 값을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상 간 위치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RMSE의 경우 특히 NIR영

상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식생

지역의 경우NIR값의 변화가 민감하기 때문이며, 동일

날짜에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변화에 의하여

바람이 발생할 경우 수목의 가지와 잎들의 위치가 변화

하게 되어 높은 RMSE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Fig. 7는 NIR영상에서의 block sum크기에 따

른 선형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block sum의 크기에 따라 추정된 계수가

달라지게 되며, block sum의 크기가 커질수록 RMSE는

점점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RMSE가 감소하

게되는 가장 큰 이유는 block sum을 통하여 중첩지역에

서 기준영상과 대상영상의 화소값의 차이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즉, block sum의 크기를 키울수록 인접영상

간 유사성은 커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block sum

을 적용한 후 추정된 회귀계수는 상대적인 위치오차가

저감되어 추정된 계수로, 색상보정에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

인접영상 간 상대위치오차 실험과 block sum크기별

로 추정된 회귀계수를 적용하여 기준영상과 대상영상

의 색상보정을 수행하였다. Fig. 8은 가장 낮은 RMS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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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results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block sum size.

Table. 1.  The linear regression result with block sum size

Regression Coefficients 2×2 block sum 4×4 block sum 8×8 block sum 16×16 block sum
a 0.97 0.97 0.98 0.98
b -7.69 -7.86 -7.63 -8.53

RMSE 60.49 49.51 36.38 24.98



항공정사영상의 상대적인 지상좌표 위치오차에 따른 색상보정

–503–

Fig. 9. The quantitative evaluation results based on before and after correction in NIR band.

Fig. 8. The correction result from proposed block sum method.



나타낸 16×16 크기로부터 추정된 계수를 적용하여 상

대색상보정을 실험한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영상의 보

정 전 좌·우 영상은 동일한 스케일로 값을 분포하였을

때 뚜렷한 색상차이를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보정 후 좌·우 영상의 색상차이는 감소하게 되어

하나의 영상처럼 보이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본 과업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

색상보정을 수행할 경우, 동일 촬영시기 영상에 효과적

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9는 block sum크기에 따른NIR영상에서의 색상

보정 후 히스토그램 변화를 나타낸다. 여기서 회색영역

은 기준영상에서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며 흰색영역

은 대상영상에서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낸다. 색상보정

전 기준영상과 대상영상은 히스토그램의 차이가 존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8값을 기준으로 대상영상

이 기준영상에 비하여 높은 값이 더 많이 분포하며, 기

준영상은 128이하의 값이 더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보정 후 두 히스토그램은 보다 유사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28값을 기준으로 차이가

나던 부분이 완화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HSSIM지수를 활용한 정량적 평가결과, 모든 block sum

크기에서 히스토그램이 유사해 지는 것으로 평가 되었

으며, 4×4 크기의 block sum을 적용하였을 경우 가장

낮은 HSSIM지수를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2). 이러한 이유는 두NIR영상의 위치차이가 가로방향

으로 두 픽셀, 세로방향으로 한 픽셀만큼의 차이가 있

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인접한 항공영상의 상대적인 위치오

차를 고려한 색상보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되

었다. 동일 촬영시기 영상에 대하여 대상영상의 공간적

위치변화를 강제로 조정하여 상대적인 위치오차를 측

정하였으며, RMSE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위치 변화량

이 곧 정사보정 정밀도에 따라 발생한 위치오차임을 확

인하였다. 지상좌표 위치오차를 저감하기 위하여 block

sum크기에 따라 추정된 선형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색

상보정을 수행하였으며, 시각적·정량적인 분석을 수행

하였다. 정량적인 분석은 기준영상과 대상지역의 히스

토그램 유사성을 수치로 나타내는HSSIM index를 활용

하였다. 그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동일날짜에 촬영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두

정사영상은 동일 화소에 대한 지상좌표의 위치오차가

존재하였다. 실험된 영상의 경우, RMSE가 최소를 지니

는 공간적 변화가 곧 위치오차를 의미하며, 가로세로 최

대 두 픽셀에 해당하였다. 실험영상인 고해상의 항공영

상에서의 두 픽셀은 50 cm오차에 해당된다. 이는 항공

기로부터 획득된 항공영상에 지상좌표를 부여하는 과

정 또는DEM으로부터 정사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로 판단된다.

둘째, block sum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회귀분

석으로부터 추정된 계수는 달라지게 되며, RMSE는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RMSE가 감소하게되

는 가장 큰 이유는 block sum을 통하여 영상의 픽셀차이

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block sum의 크기

를 키울수록 인접영상 간 유사성은 커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위치오차로 발생한 색상의 차이가

저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block sum방법

을 적용한 후 추정된 회귀계수는 상대색상보정에 효과

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block sum으로부터 추정된 회귀계수를 통하여

색상보정을 수행한 결과, 인접영상의 색상차이가 감소

하였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실험영상의 보정 전

좌·우 영상은 뚜렷한 색상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보정 후 좌·우 영상의 색상차이는 감소하게 되어

색상의 유사성을 지니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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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summary of HSSIM index based on block sum size

Image 2×2 block sum 4×4 block sum 8×8 block sum 16×16 block sum
Green 1.18 0.92 1.02 0.97
Red 0.68 0.67 0.83 0.83
NIR 0.26 0.24 0.33 0.30



넷째, HSSIM인덱스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결과, 위치

오차에 따른 최적의 block sum크기를 결정할 수 있었다.

색상보정 전 중첩지역에서의 히스토그램은 두 인접영

상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정 후 두 히스토그램은 보다 유사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HSSIM index역시 보정 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4×4 크기의 block sum을 적용하였을 경우

가장 낮은 HSSIM index값을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실험영상의 지상좌표 위치오차가 최대 두 픽셀임

을 고려할 때, 이의 두 배에 해당하는 크기의 block sum

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본연구에서는단일사례에서의실험을수행한것으로,

여러 사례에서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

하다. 지상좌표의 위치오차는 일반적인 위성영상과 항

공영상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실험에

사용된 영상 외에 여러 영상에서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단일 사례의 결과를 증거로 위치 오차에

따른 적합한 block sum의 크기를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다. 또한 본 실험에서 사용된 영상은 동일한 날짜

에 촬영된 것으로, 다른 날짜의 영상에서도 제안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며,

대응점 기반 및 전역적 특성 기반의 색상보정 방법 등

기존 기법과의 객관적인 성능평가 또한 향후에 수행되

어야 할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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