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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Guided Filter를 이용한 교차융합영상 기반 
KOMPSAT-3 위성영상의 무감독변화탐지

최재완 1)†·박홍련2)·김동학3)·최석근4)

Unsupervised Change Detection of KOMPSAT-3 Satellite Imagery Based 
on Cross-sharpened Images by Guided Filter

Jaewan Choi 1)†·Honglyun Park2)·Donghak Kim3)·Seokkeun Choi4)

Abstract: GF (Guided Filtering) is a representative image processing technique to effectively remove
noise while preserving edge information in the digital image. In this paper, we proposed a unsupervised
change detection method for the KOMPSAT-3 satellite image using the GF and evaluated its
performance. In order to utilize GF for the unsupervised change detection, cross-sharpened images were
generated based on GF, and CVA (Change Vector Analysis) was applied to the generated cross-sharpened
images to extract the changed area in the multitemporal satellite imagery. Experimental results using
KOMPSAT-3 satellite images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be effectively used to detect changed
regions compared with CVA results based on existing cross-sharpened images.
Key Words: Change detection, CVA, Cross-sharpened images, GF, KOMPSAT-3

요약: GF(Guided Filtering)는영상에존재하는에지정보를보존하면서잡음을효과적으로제거하기위한대

표적인영상처리기법이다. 본연구에서는GF를이용하여다시기 KOMPSAT-3 위성영상에대한무감독변화

탐지기법을수행하고, 이에대한성능을평가하고자하였다. GF를변화탐지에활용하기위하여, GF를기반으

로교차융합영상을생성하였으며, 생성된교차융합영상에 CVA(Change Vector Analysis) 기법을적용하여변화

지역을추정하고자하였다. KOMPSAT-3 위성영상을이용한실험결과, 본연구에서제안한기법이기존의영

상융합기법을기반으로하는 CVA 결과들과비교하여효과적으로변화지역을탐지하는데에활용할수있음

을확인하였다.

Received October 7, 2018; Revised October 9, 2018; Accepted October 15, 2018; Published online October 22, 2018
1)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Civi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생 (Ph.D. student,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3)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생 (Master student,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4) 충북대학교 토목공학부 정교수 (Professor, School of Civi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Jaewan Choi (jaewanchoi@chungbu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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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7 –

06최재완(777~786)(별쇄20부)ok.qxp_원격탐사34-5-1(2018)  2018. 10. 30.  오전 10:42  페이지 777

http://orcid.org/0000-0003-3967-6481
http://orcid.org/0000-0003-3967-6481


1. 서 론

변화탐지기법은다시기에취득된다양한원격탐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지형의 변화 유무 및 양상을 분석

하는원격탐사활용기법이다. 특히, 산불, 도시개발, 환

경변화, 재난/재해등의다양한지형변화현상등의분

석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원격탐사 자료

를 이용한 변화탐지 기법은 토목, 도시, 환경, 국방 등

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법이다. 따라서 원

격탐사 분야에서는 변화탐지에 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술적인 특성에 따라서 감독 변

화탐지(supervised change detection)와 무감독 변화탐지

(unsupervised change detection)로 구분할 수 있다(Lu et

al., 2004; Lu et al., 2014). 감독변화탐지는사용자가다시

기위성영상에대한훈련자료(training data)를생성하고,

이를통한다시기영상의분류에의한토지피복지도를

비교하여 변화지역을 탐지하는 방법이다. 변화지역의

양상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양질의 훈련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단점을지닌다. 반면, 무감독변화탐지의

경우에는 변화유무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지만 상대

적으로 사용자의 개입이 적은 특징을 지닌다(Wang et

al., 2015).

관심지역의빠른변화지역탐지에유용한무감독변

화탐지기법은 LANDSAT과같은중해상도위성영상에

대해서는효과적으로적용할수있다. 하지만, Pléiades,

KOMPSAT, WorldView등과같은 1 m내외의공간해상

도를 지니는 고해상도 위성영상 들은 다양한 촬영각

(nadir angle)에의하여촬영되며지형의특성에따른기

복변위등이존재하기때문에변화탐지기법의결과에

서 많은 오차들이 발생된다. 위와 같은 고해상도 위성

영상의변화탐지기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를해결

하기위하여다양한연구들이진행된바있다. Choi et al.

(2017)은 KOMPSAT-2, 3 위성영상에 ITPCA(ITerativ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기법을적용하여국내지

역의산림황폐화지역탐지가능성에대한연구를수행

한 바 있으며, Park et al.(2017)과 Park et al.(2018)은 초소

형위성인 PlanetScope위성영상을이용하여무감독변

화탐지를수행하고, 변화탐지결과에계절적인영향등

을제거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Oh and Lee(2015)

는 LiDAR자료와고해상도위성영상등을이용한변화

탐지기법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으며, Han et al.(2017)

은 KOMPSAT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도심지 내의 변화

지역을추출하기위한방법을연구하였다. 한편, 고해상

도위성영상의촬영각의차이에따른변화탐지결과의

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교차융합영상(cross-sharpened

image)을 이용한 무감독 변화탐지 기법에 대한 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Wang et al.(2015)는 교차융합영상

을이용한고해상도위성영상의변화탐지기법을제안

하였으며, Byun et al.(2015)은교차융합영상을이용하여

홍수 발생 후의 피해면적을 추출하고, 이를 기존의 변

화탐지 기법들과 비교하여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바있다.

교차융합영상은기존의다시기위성영상만을사용

하는기법들과비교하여향상된정확도를가지며, 고해

상도위성영상이가지는기복변위등에의한오탐지율

을감소시킬수있다. 그러나교차융합영상을수행하기

위해서는효과적인융합기법을선정해야하며, 변화탐

지정확도의경우에도개선될필요성이있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잡음(noise)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있는대표적인영상처리기법인Guided Filter(GF)을

이용하여교차융합영상을생성하고, 이를이용하여무

감독 변화탐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GF를 이용하여

생성된영상의특성을분석하고, 기존의변화탐지기법

들을 이용한 변화탐지 결과들과의 비교평가를 통하여

GF기반의변화탐지기법에대한활용가능성을평가하

고자하였다.

2. 실험지역 및 자료

실험에사용한위성센서는KOMPSAT-3이며, 2014년

4월 10일과 2016년 5월 16일에촬영한영상내에존재하

는청주내산업단지지역을실험지역으로선정하였다.

Table 1은KOMPSAT-3의제원을나타내며, KOMPSAT-

3은 B, G, R, NIR의 4밴드로이루어진 2.8 m공간해상도

의 다중분광(multispectral) 자료와 0.7 m공간해상도의

전정색(panchromatic)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자료

를생성하기위하여 2016년영상을기준으로영상내에

기준점(ground control point)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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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상대영상의기하보정을수행하여동일한좌표체

계를가지도록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해당지역내에

크기의영상을추출하여실험에사용하였다. Fig. 1은실

험에 사용한 영상의 예이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같이실험지역내다양한건물들이생성된것을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존재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에는촬영각의차이로인하여영상에기록된객체들의

형상차이가존재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 기하

보정된 실험영상에 대해서는 히스토그램 매칭과정을

이용하여상대방사정규화를수행하였다.

3. 연구방법

1) GF의 개요

인공위성에 탑재된 분광파장대의 광학센서, 항공사

진측량을위한디지털카메라등을통하여취득된디지

털영상에는촬영당시의환경, 센서의성능등에의한잡

음이포함되어있다. 영상의잡음을제거하기위해서는

평균값필터(averaging filter) 혹은가우시안필터(gaussian

filter) 등을활용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필터의적용과

정에서필연적으로영상의에지(edge)가감소되는문제

가 발생한다. GF는 영상의 에지를 최대한 보존시키면

서잡음을제거하기위하여제안된대표적인영상처리

기법이다(He et al., 2013). GF는필터링에활용하기위한

유도 영상(guidance image)를 이용하여 입력 영상의 필

터링을수행한다. GF를적용한결과영상은유도영상

의지역적선형모델(local linear model)의형태로이루어

지며, 이는식 (1)과같다.

      Qn = akIn + bk, n ∈ ωk                        (1)

여기서, Qn은GF적용결과영상, In은유도영상, ak와

Guided Filter를 이용한 교차융합영상 기반 KOMPSAT-3 위성영상의 무감독변화탐지

– 779 –

Table 1.  Sensor Specification of KOMPSAT-3

location Cheongju, Korea
date 2014.04.10 2016.05.10

spatial resolution 2.8 m (multispectral)
0.7 m (panchromatic)

wavelength

blue : 450-520 nm
green : 520-600 nm
red : 630-690 nm
NIR : 760-900 nm

panchromatic : 450-900 nm

                                                            (a)                                                                                               (b)

Fig. 1.  (a) KOMPSAT-3 imagery acquired from April 2014, (b) KOMPSAT-3 imagery acquired from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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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는 지역적 윈도우(local window) ωk에 대응되는 GF의

계수를의미한다. 식 (1)에서계수 ak와 bk는유도영상과

입력영상 p의관계를통하여계산되며, 이를통해입력

영상에서잡음이나불필요한정보들을유도영상을기

준으로제거한다. 따라서식 (2), (3)과같이, 유도영상 I
와입력영상 p 내에지역적윈도우를선정하고, 해당윈

도우내의화소들에대한선형회귀모델을이용하여, 최

적의 ak와 bk가산출된다.

      ak =                       (2)

      bk = p–k – akμk, p–k = pk                 (3)

여기서, μk와 σk
2는유도영상 I에서 ωk 내의화소들에

대한평균과분산값을의미하며, p–k는 ωk 내의입력영상

의 평균값이며, є는 GF를 적용하기 위한 정규화 변수

이다. GF를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적용함에 있어서 일

반적으로 ωk는 5×5, є는 0.1를사용하기때문에, 본연구

에서도해당변수를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필터적용

결과 영상인 Q는 식 (2), (3)을 통하여 추출된 계수들을

해당윈도우내의평균값으로환산하고, 이를해당화소

에 적용하여 생성되며, 이를 식으로 정리하면 식 (4)와

같다.

      Qn = (anIn + bk) = a–kIn + b–n             (4)

2) 교차융합영상

교차영상융합은시기가동일하거나혹은다른다중

분광 영상과 고해상도 전정색영상을 이용하여 동일한

기하학적특성을가지는가상의융합영상쌍을생성하

는방법으로, 고해상도위성영상의변화탐지에활용가

능한기법이다(Wang et al., 2015). 촬영시기 t1과 t2에촬영

된 고해상도 전정색 영상과 다중분광 영상을 각각 Pt1,

MSt1, Pt2, MSt2라고가정할때, Fig. 2와같이임의의영상

융합기법을 통하여 총 4종류의 교차융합 영상을 생성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변화탐지 기법에 사용되는 입력

자료는 Ft1t1과 Ft2t2와동일하다. 해당자료를이용하여변

화탐지를수행할경우에는해당영상의기복변위및촬

영각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기 어렵다. 그러나

Fig. 3의 Ft1t1과 Ft1t2는동일한전정색영상인 Pt1을이용하

여다른시기에촬영된 MSt1, MSt2의공간해상도를향상

시킨다. 동일한고해상도전정색영상을활용하였기때

문에, Ft1t1과 Ft1t2의공간적인특성은최대한유사하게만

들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교차융합영상의 분광특성은

MSt1, MSt2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Ft1t1

과 Ft1t2을 이용하여 변화탐지를 수행할 경우에는 Ft1t1과

Ft2t2를 이용한 변화탐지 적용결과와 비교하여, 영상의

기하학적인비유사성과기복변위등에의한영향을최

소화시킬수있다.

Inpn – μkpk

σk
2 + є

1
| ω |

∑
n∈ωk

1
| ω |

∑
n∈ωk

1
| ω |

∑
k:n∈ω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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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ss for making cross-sharpened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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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F 기반 교차융합영상을 이용한 변화탐지

본연구에서는GF를이용하여교차융합영상을생성

하고, 이를변화탐지기법에활용하고자하였다. GF를

이용하여 교차융합영상을 생성하는 과정을 순서도로

정리하면, Fig. 3과같다.

본연구에서유도영상은전정색영상으로가정하고,

GF의입력영상은다중분광영상으로설정하였다. 교차

융합영상에제작에필요한유도영상을생성하기위하

여고해상도전정색영상 P에MTF(Modulation Transfer
Function)을통하여 1차적으로영상의공간해상도를저

하시킨후, 영상의크기를다중분광영상과동일한크기

로재조정하여, 저해상도전정색영상 PL를생성하였다.

생성된 PL를 유도 영상, MS을 입력영상으로 가정하여,

GF의 계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계수는 저해상도 다

중분광영상의잡음을제거시키며, 유도영상과유사한

공간적인 특성을 유지하도록 조정해줄 수 있다. 따라

서산출된계수는원고해상도전정색영상 P를유도영

상으로하는GF에재적용하여, 분광특성은 MS와유사

하며, 공간적인특성은 P와유사한가상의영상을생성

하였다. 한편, GF적용과정에서산출되는계수의이상

치가발생하는것을최소화하기위하여, 영상히스토그

램의전체범위를화소값의 2%~98%로재구성하였다.

해당과정을교차융합영상을생성하는과정에적용하여,

Pt1, Pt2를유도영상, Mt1, Mt2을입력영상으로하여 4종류

의 GF적용 결과인 GFt1t1, GFt1t2, GFt2t1, GFt2t2를 생성하

였다. 생성된교차융합영상은동일한공간적인특성을

가지는 GFt1t1, GFt1t2와 GFt2t1, GFt2t2를 각각 통합하여 총

8밴드로구성된변화전, 후의영상을생성하였다. 최종

적으로생성된변화전, 후의영상에대하여CVA(Change

Vector Analysis)의크기정보영상(magnitude information

image)를생성하여이를무감독변화탐지에사용하였다.

GF기반교차융합생성과정을거쳐작성된변화전, 후

의 영상의 n번째 밴드를 Xt1
n, Xt2

n라고 할 때, 크기정보 ρ
는식 (5)를이용하여생성할수있다.

      ρ =    (Xt1
n – Xt2

n)2                          (5)

여기서, N은총밴드수를의미한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본연구에서제안한기법을적용하기위하여, Python

과MATLAB을이용하여제안방법을구현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변화전, 후에대한KOMPSAT-3호위성영

상에대하여GF를기반으로하는교차융합영상을생성

한결과는 Fig. 4와같다. Fig. 4(c), 4(d)에서확인할수있

는것과같이, GF를이용하여원다중분광영상과비교

하여공간해상도가향상된영상을생성할수있음을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시기가 다른 영상을 GF의 유도

영상, 입력영상으로 설정하여 GF를 적용한 결과(Fig.

4(e), 4(f)), 변화가발생하지않은지역은유도영상의공

간적인특성과유사한특징을보이며, 변화가발생한지

역은 영상 내에 블러링(blurring)이나 왜곡이 발생한 것

을확인할수있었다. 따라서, 변화가발생한지역에대

해서는GF기반교차융합영상에서발생된분광정보의

왜곡을정량화하여변화지역을추출할수있을것으로

판단하였다. GF기반 교차융합영상을 식 (5)에 적용하

여생성된변화탐지결과를정량적으로평가하기위하

여본연구에서는타변화탐지기법을통한결과와의비

교평가를수행하였다. 비교대상으로선정한기법은일

반적인 영상융합 기법을 통하여 생성된 변화 전/후의

고해상도다중분광영상을이용한변화탐지결과, 영상

융합기법을통하여생성된교차융합영상을이용한변

화탐지 결과이다(Park et al., 2018). 해당 영상들을 생성

하기위한영상융합기법은변화탐지를위한교차융합

영상에효과적으로적용가능하다고알려진NDVI기반

의하이브리드융합기법을활용하였다(Park et al., 2018).

N
∑
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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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orkflow for generation of cross-sharpened
images based on 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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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f)

Fig. 4.  Cross-sharpened images based on GF : (a) MSt1, (b) MSt2, (c) GFt1t1, (d) GFt1t2, (e) GFt2t1, (f) GFt2t2.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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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각기법별로생성된CVA의크기정보영상이며,

각기법별크기정보영상이변화지역을얼마나효과적

으로 표시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 5(d)와 같이,

영상 판독 기법을 이용하여 생성된 참조자료(ground

truth data)를 이용하였다. 변화 전/후 영상의 시간적인

차이에의하여식생지역이매우큰크기정보값을가지

고있으나, Fig. 5에서확인할수있는것과같이, GF기

반교차융합영상에의하여생성된크기정보영상은일

반융합영상과, 교차융합영상과 비교하여 미변화지역

들에 대하여 낮은 크기정보 화소 값들을 가지고 있다.

이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 참조자료를 기준으로 한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선을 생성하

였다. ROC곡선은변화탐지기법적용결과생성된크

기정보영상에대하여발생가능한임계치를모두적용

하여, 탐지율과 오탐지율을 각각 x, y축으로 놓은 그래

프이다. 임의의임계치에대한오탐지율대비탐지율을

알 수 있으며, 그래프의 하단 부분의 면적인 AUC(Area

Under Curve)는 해당 기법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척

도로활용된다(Fawcett, 2006). Fig. 6은각기법에대하여

생성된 ROC곡선이며, Table 2는 ROC곡선에 의하여

계산된 AUC값이다.

Fig. 6과 Table 2에서확인할수있는것과같이, 본연

구에서제안한GF기반의교차융합영상을이용하여변

화탐지를수행한결과가기존의융합영상및교차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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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Fig. 5.  Magnitude information images according to each algorithms : (a) result by pansharpened images,
(b) result by cross-sharpened images, (c) result by proposed method, (d) ground truth dat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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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이용한변화탐지결과와비교하여우수한결과

를도출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한편, 실제변화

탐지결과를활용하기위해서는최적의임계치를설정

하고, 이를바탕으로이진화변화탐지지도(binary change

detection map)를생성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이진화변화탐지지도생성시의결과를평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4, No.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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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OC curve according to each algorithm.

Table 2.  AUC values according to each algorithm

algorithm AUC value

change detection results 
by pansharpened images 0.8216

change detection results 
by cross-sharpened images 0.8296

change detection results 
by proposed method 0.8540

                                                              (c)                                                                                             (d)

Fig. 7.  Binary change detection results according to each algorithm : (a) result by pansharpened images,
(b) result by cross-sharpened images, (c) result by proposed method, (d) ground truth dat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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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기위하여, otsu기법을이용하여이진화변화탐지

지도를작성하고, 이에대한오차행렬을생성하여, 결과

를 평가하였다. Fig. 7은 가 기법에 대한 이진화 변화탐

지지도의생성결과이며, Table 3~5는각기법별결과

에대한오차행렬이다.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교차융합기법

에의한결과들은공통적으로대부분의변화지역을효

과적으로 탐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계절적변화에의한식생지역의오탐지가일부발생하

였으며, 특히융합영상과교차융합영상을활용한기존

의기법들은제안기법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오탐지

된화소들이아파트단지부근에서크게발생한것을확

인해볼수있었다. 이는 Table 5에서제안기법의오탐지

율이크게낮은것으로부터추가적으로확인할수있었

다. 따라서본연구에서제안한 GF기반의교차융합영

상이무감독변화탐지에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인 GF를

교차융합기법의생성과정에영상융합기법을대체하여

적용해보고, 이에대한활용가능성을검토해보고자하

였다. 이를 위하여, GF를 기반으로 KOMPSAT-3 위성

영상에 대한 4장의 교차융합영상을 생성하였으며, 임

계치적용기법을이용하여이진화변화탐지지도를생

성하였다. 변화탐지를위한크기정보와이진화변화탐

지지도를정량적으로분석한결과, GF기법을교차융

합영상을생성하는데에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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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fusion matrix of change detection result by pansharpened images

ground truth data

change detection result
changed area unchanged area

changed area 3,180,887 104,591
unchanged area 748,959 159,867

detection rate 60.45%
false alarm rate 19.06%
overall accuracy 79.65%

Table 4.  Confusion matrix of change detection result by cross-sharpened images

ground truth data

change detection result
changed area unchanged area

changed area 3,157,605 87,932
unchanged area 772,241 176,526

detection rate 66.75%
false alarm rate 19.65%
overall accuracy 79.49%

Table 5.  Confusion matrix of change detection result by proposed method

ground truth data

change detection result
changed area unchanged area

changed area 3,287,311 91,865
unchanged area 642,535 172,593

detection rate 65.26%
false alarm rate 16.35%
overall accuracy 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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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으며, 특히기존의방법들과비교하여오탐지

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부

식생지역에대해서는오탐지가발생하였기때문에, 향

후 연구에서는 GF기법을 이용한 변화탐지 방법에서

전체 정확도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다양한지역에대해서도실험을수행할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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