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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렛 변환에 기반한 위성 상의 역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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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Matching of Satellite Images based on 

Wavelet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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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 특히 위성 상을 정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 하 다. 

일반적인 상 정합 분야에서는 하나의 상을 크기와 상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밝기가 

같지 않은 다른 상과 비교하게 된다. 만일 비교하고자 하는 상내에 잡음이 없다면, 즉 두 개의 

상이 동등한 화소값을 갖거나 에지의 변화가 없다면 단순히 화소단위의 비교가 될 것이다. 그러

나 많은 응용분야에서 정합을 위해 사용되는 대부분의 상은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득 시기가 서로 다른 위성 상을 정합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다. 이 방식

은 GCP chip을 원 상과 정합하여 기하보정 된 상을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제안한 방식

은 웨이브렛 변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다른 방식과는 달리 상분석이나 히스토그램 평

활화와 같은 전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요어: 상 정합, 웨이브렛 변환, 위성 상, GCP Chip, 에너지 분석

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for matching two different images, especially satellite images. In the 

general image matching fields, when an image is compared to other image, they may have different 

properties on the size, contents, brightness, etc. If there is no noise in each image, in other words, 

they have identical pixel level and unchanged edges, the image matching method will be simple 

comparison between two images with pixel by pixel. However, in many applications, most of images to 

be matched should have much different properties. This paper proposes an efficient method for matching 

satellite images. This method is to match a raw satellite image with GCP chips. From this we can make a 

geometrically corrected image. The proposed method is based on wavelet transformation, not required 

any pre-processing such as histogram equalization, analysis of raw image like the traditional methods.

KEY WORDS:  Image Matching, Wavelet Transformation, Satellite Images, GCP Chip 

Energ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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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얻어진 상이 기상 관

측, 자원 탐사, 재해 상황 및 국토 개발등 국가의 

이익과 접한 연관을 맺는 분야에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카메라와 센서

의 발달로 인해 더욱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위성 상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위성 상처리에 

관한 연구 분야 가운데 위성 상이 갖는 기하학

적인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 왔

다(Lim, 2004; Gianinetto, 2004). 이들 가운데 하

나는 GCP chip(Ground Control Point)을 이용한 

역 정합(Area matching) 방식이 있다.

GCP chip을 이용하여 위성 상을 보정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GCP chip을 

DB화 하기 위한 연구도 선행되었다(이 란 등, 

1998). GCP chip을 이용한 보정을 위해서 일반

적으로 GCP chip을 원 상의 해당 지역 주변에 

일정 크기의 검색 역을 두어 역 정합을 통

해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게 첫 번째 과정이다. 그

러나, 이러한 역 정합을 위해서는 GCP chip과 

원 상간의 상 획득시기 및 획득시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두 상 간에는 공간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이러한 특

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밝기 조절 등의 전처

리를 거친 후 정합을 수행하고 있지만, 공간 

역에서 수행하는 역 정합 방식의 경우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일반적인 상의 정합 방식은 상의 화소 

레벨에 기반하여 상관성을 이용한 정합 방식과 

상의 특징에 기반한 정합 방식 등 크게 두 가

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Wu, 2001) 

및 (Xie, 2003)에서와 같이 화소에 기반하여 좋

은 결과를 얻기도 하 지만 보통은 상의 밝기

등 주변 환경이 정합 대상 상과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을 가져야 한다. 또한 특징 기반 정합 

방법의 경우는 특징 추출 그 자체의 과정이 복

잡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화소 정합과는 달리 

공간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불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상 정합에 있어서 화소 정

합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anxu, 2001; Feng 2000).

본 논문에서는 위성 상의 기하보정을 목적

으로 GCP chip을 이용할 경우 기하보정 첫 단

계로 수행하는 역 정합을 웨이브렛 변환에 기

반한 방식에 대해 제안하 다. 제안한 방식은 

계절에 따른 상의 밝기 등의 변화와 잡음 및 

기하학적인 오차 등에 크게 향을 받지 않고 

정합 하는게 가능하다. 또한 상을 직접 비교

하는 대신 GCP chip에 대한 변환 역에서의 

통계적 수치만을 저장한 후 활용하기 때문에 비

교적 간단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가 있다.

웨이브렛 변환의 특성

상처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많은 변환 방식

들은 화소간의 상관성을 줄이고, 공간 주파수로 

변화 시킴으로서 상 신호 분석을 용이하게 만

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별히 웨이브렛 변환의 

경우는 이러한 특성뿐만 아니라 상을 다중해

상도로 분할하여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웨이브렛 변환은 

상 압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응용

되고 있다(Park, 2002)

웨이브렛 변환에서 공간 역상의 상과 변

환 역간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상을 준비하

다. 그림 1-(a)와 같은 상은 현실 적인 

상은 아니지만, 상의 방향성이 웨이브렛 변환 

대역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는지 잘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b)에서 대역간 경계 부분을 제외하

고 실선으로 나타난 부분은 0이 아닌 중요계수 

즉, 상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웨이브렛 

변환 계수가 된다. 즉, 원 상이 수평 방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중요계수의 대부분은 변

환 대역의 수평대역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이

다. 만일 수직 상의 경우라면 이와 반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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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이러한 중요계수가 나타날 것이며, 혼합된 

상이라면 수직, 수평 그리고 대각방향에 중요 

계수값이 골고루 나타나게 될 것이다.

 
(a) Sample image  

with horizontal 

strips

     
(b) Transform

    domain

FIGURE 1. A sample image with horizontal 

direction and its wavelet 

transformation with 3 layers

중요계수가 많이 존재 한다는 의미는 결국 

그 대역의 분산 혹은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러한 특성은 공간 역에서의 상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의 상은 명확한 에지

의 방향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간 

상과 변환 대역에서의 에너지 사이의 관계성

을 명확히 밝히는 일이 간단하지는 않지만, 본 

논문에서는 가급적 쉬운 모델을 적용하여 상 

정합에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고자 한다.

웨이브렛 변환을 이용한 상 정합

본 절에서는 웨이브렛 변환을 이용한 상 

정합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위의 그림 2는 제안한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

다. 제안한 시스템은 크게 웨이브렛 변환 단계, 

에너지 분석 단계, 그리고 상 정합 단계로 구

성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 에러 보정 단계가 

사용될 수 있다.

먼저 GCP chip의 위치에 맞도록 해당 위성

상에서 대략적인 검색 역을 설정하고, 검색 

역내에서 GCP chip 크기에 해당하는 모든 블

록, 즉 부 상(sub-image)에 대해 웨이브렛 변

환을 수행한다. 웨이브렛 변환 후 시공간 주파

수 대역의 에너지를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기

반으로 상 정합이 수행된다. 물론 GCP chip

FIGURE 2. The structure of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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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사전에 에너지 분석 단계까지 수행

되어 그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저장

된 데이터는 위성 상의 그것과 함께 비교 과정

을 통해 상 정합이 이루어진다.

웨이브렛을 이용한 상 정합의 가능성을 보

이기 위하여 간단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3-(a)는 원 상이며, 그림 3-(b)는 원 상과 

비교하여 밝기(brightness)와 대비(contrast)를 

각각 20% 높인 상이다.

(a) Original image

   

(b) Changed image

FIGURE 3. Experimental images for analyzing 

relation between image matching 

and wavelet

위 두 개의 상과 추가적으로 밝기만 20% 

높인 상에 웨이브렛 변환을 적용한 후 변환 

역에서 각 상의 에너지를 조사하 고, 그 

결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각 대역의  

에너지의 크기는 그림 4-(a)에서 각 계층의 웨

이브렛 계수의 제곱의 합으로 구할 수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식 (3)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표 1의 (B)열에

서와 같이 밝기만 변화된 상에서는 에너지 변

화가 없었지만 밝기와 대조 모두 변화시킨 상

에서는 원 상과 비교하여 에너지가 증가 되었

으나 전체적으로 같은 비율만큼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대역에서 증가 비율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았으며 

이러한 특성을 활용할 경우 밝기 및 대조의 변

화가 큰 위성 상에서의 상 정합에 좋은 결과

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특성은 밝기나 대조의 변화가 있다 

하여도 웨이브렛 변환 대역의 에너지의 근본이 

되는 에지의 변화가 없다면, 상내의 에너지의 

변화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

반적으로 GCP chip은 시간의 흐름에 관계 없이 

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

므로, 이러한 특성을 활용할 경우 상 정합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제안한 시스템에서의 상 정합은 과거의 위

TABLE 1. Energy of wavelet domain

(A) (B) (C)

원 상
비율

%
밝기(+20)

비율

%

밝기(+20)

대조(+20)

비율

%

3

Layer

HL 80.5 15.7 80.5 15.7 125.5 15.8 

LH 136 26.5 136 26.5 211 26.5 

HH 20.9 4.1 20.9 4.1 32.6 4.1 

2

Layer

HL 85 16.6 85 16.6 132.2 16.6 

LH 75.1 14.7 75.1 14.7 116.1 14.6 

HH 19.3 3.8 19.3 3.8 30.1 3.8 

1

Layer

HL 51.9 10.1 51.9 10.1 80.8 10.1 

LH 37.8 7.4 37.8 7.4 58.8 7.4 

HH 6.1 1.2 6.1 1.2 9.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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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상에서 획득한 GCP chip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후 기하보정 될 상과 비교하여 처리하

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4는 제안한 상정합을 

위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 분석 단계

에서는 웨이브렛 변환 후, 각 대역의 에너지가 

계산되며, 이를 기반으로 각 대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림 4-(a)에서 전체 에너지를 의미하는 상

수 TE는 식 (1)과 같다.

                          
TE= ∑

for all i,j,k( i≠0)
Eijk                    (1)

위 식에서 j 는 분할된 웨이브렛 계층을 의

미하고, k 는 j 계층에서의 각 대역(수평, 수직, 

대각)을 나타낸다. 이때 전체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최상위 계층의 최 저주파수 대역(LL)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TE는 주어진 상

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들의 

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i 는 GCP chip과 

검색 역상의 블록(부 상)인지를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i 가 0일 경우는 GCP chip을 의미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 상의 순차적인 번호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WCijk는 j 계층, 

k 대역에서의 웨이브렛 계수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식 (2)에서 변수 P 는 전체 에너지 가

운데 해당 대역이 차지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나

타낸다. 

Pijk = ∑Eijk/TE                       (2)

모든 GCP 상에 대하여 벡터 Ρ i의 모든 

값은 사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며, 기하 

보정될 위성 상이 입력되면, 해당 검색 역의 

모든 부 상의 Ρ i  값을 조사하여 GCP chip의 

그것과 일대일 비교를 통해 최소의 왜곡을 갖는 

역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비교만으로는 잘못된 

정합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예로서 

상에서의 화소의 변화 방향은 서로 상반되지

만, 비슷한 화소의 밝기를 가진 상을 서로 정

합할 경우 Ρ i  의 개별적인 원소들의 값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왜곡의 크기는 최소화

되기 때문에 정합의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물

론 이러한 오류가 발생될 확률은 일반적으로 크

지 않지만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본 논문에

서는 아래와 같은 간단한 규칙을 만들었다．

 ① 먼저 Ρ i  의 각 구성 요소를 크기순으로 정

렬한다. 이때 대역의 위치도 함께 기억한다.

 ② 모든 i 에 대하여 

      

(a) Energy Analysis

에너지분석에너지분석

GCP 영상,
검색영역상의부영상

GCP 영상,
검색영역상의부영상

Wavelet TransformWavelet Transform

For all
directional bands

For all
directional bands

Pijk= ΣEijk / TEPijk= ΣEijk / TE

Eijk = ΣWCijk2Eijk = ΣWCijk2

       

(b) Matching Procedure

For 검색영역상의모든블록

에너지분석

Compare(P0jk, Pijk), i≠0

Best match with 
minimum distortion

FIGURE 4. Image matching by wavelet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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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l={∑
W,  if |Ρ i -P 0 | < ε

0,      else
 를 계산   

  한다. 이때 l=1…i, i≥1

 ③ 가장 큰 값을 갖는 Ml  를 정합 역으로 

판정한다. 

위의 규칙을 설명하기에 앞서 위에서 사용된 

W, Pi  벡터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위의 구조에서 W는 각 대역에서 대역이 차

지하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구성한 

가중치 벡터이다. 위의 구조에서 Pi는 상이 

2 계층으로 웨이브렛 변환되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위의 규칙에서 첫 번째 과정은 웨이브렛 변

환 후 각각의 대역에 대하여 큰 에너지를 갖는 

대역순으로 정렬하는 일이다. 이때 가중치 값은 

에너지가 클 수록 높은 값을 갖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이 큰 대역은 중요 계수를 보다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기 때

문에 상 정합시 우선 순위를 높여 주는 의미

를 갖게 된다. 

두 번째 과정은 GCP chip의 그것과 일대일 

비교를 통해 일정 크기( ε)의 오차만을 허용 하

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개의 상이 실

제로 유사한 에지 변화를 갖는 경우 각 대역간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나는

데, 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다. 따라

서 두 대역간 오차의 크기가 주어진 값보다 작

은 경우에만 인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장 

작은 오차를 갖는 블록, 즉 가장 큰 Ml을 갖는 

블록을 최종 정합 역으로 판정한다. 

ε  값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즉, 보

정할 위성 상이 GCP chip과 유사한 계절에 획

득되어 에지상의 변화가 거의 없다면 작게 주어

도 무방하지만, 너무 크게 줄 경우 많은 블록이 

정합 역으로 판정될 가능성도 있다.

실험 결과 및 고찰

두 개의 Landsat ETM+ 상이 실험을 위해 

사용되었다. GCP chip은 2000년 10월에 획득된 

상에서 얻은 것이며, 보정될 상은 1999년 9

월 및 2001년 11월에 촬 된 상이다. GCP 

chip의 크기는 128 × 128 이며, 검색창의 크기

는 256 × 256 으로 비교적 크게 설정하여 검색 

방식의 효율성을 증명하고자 하 다. 또한 제안

한 방식과 기존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한 

방식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 다.

1. 제안한 방식의 실험 결과

먼저 표 2는 GCP chip과 각각의 상에서의 

정합 역에 대해 식(2)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표 2를 살펴보면 GCP chip의 계층 2에서 

W → W 0 W 1 W 2 W 3 W 4 W 5

Pi → Pi21 Pi22 Pi23 Pi11 Pi12 Pi13 i≥0

TABLE 2. The Pijk  value of each image after wavelet transformation

계층

         대역

         W  

상

2 Layer 1 Layer

HL LH HH HL LH HH

4 3 1 6 5 2

GCP chip 17.49 14.17 4.58 32.42 21.17 9.97

1999년 9월 상 20.41 15.64 5.09 31.35 21.47 6.25

2001년 11월 상 13.48 13.99 4.65 30.69 25.39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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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과 LH 대역의 에너지 분포는 유사하고 HH 

대역은 작은 반면, 계층 1의 에너지 크기는 계

층 2보다 크며, HL, LH, HH 대역 순으로 에너

지가 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GCP 

chip에서는 에지의 복잡도가 큰 상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물론 복잡도가 크기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긴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는 무관하

며 다만, 상의 복잡도와 결과의 정확도간의 

관계성을 해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GCP chip의 특성과 마찬가지

로 각각의 보정 상에서 정합된 역 또한 같

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눈으로는 식별이 어려웠던 2001년도 상에 대

해서도 거의 유사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다만, 계층 2에서 HL 대역보다 

LH 대역에서 에너지가 조금 더 큰 현상을 보이

고 있고, 계층 1에서는 대역별로 에너지의 비율

이 GCP chip과 약간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태로 GCP 

chip과의 왜곡 정도를 측정한다면 정합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이러한 오차를 보다 

줄이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규칙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a)와 (b)는 각각의 보정 상에 

대해 검색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얀색 사

각형으로 표시된 역이 정합된 결과이며, 그 

  

(a) The matching result on Oct. 1999

  

(b) The maching result on Nov. 2001

  (c) GCP chip

   (2000 Oct)

  (d) Histogram of 

   GCP chip

  (e) Histogram of 

   Image(Sep. 1999)

  (f) Histogram of

   Image(Nov. 2001)

FIGURE 5. The experimental environment an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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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e)와 (f)에 나타내었

다. (c)는 GCP chip이고 (d)는 그의 히스토그램 

분포 결과이다. 히스토그램을 분석해보면 GCP 

chip과 1999년 상은 밝기등에서 유사성이 있

으며, 또한 1999년 상을 보면 GCP chip에서

는 나타나지 않은 에지(흰색 부분)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2001년 상의 경우 특별한 에지의 변화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어둡게 촬 되어 GCP chip

과는 시각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각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를 

시공간 주파수 역으로 변환하여 살펴보면 

GCP chip과 비교하여 에지가 크게 손상되지 않

은 경우 GCP chip과 거의 유사한 에너지 분포

를 가지고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웨이브렛 변환 후, 

에너지를 비교하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에 의해 

상 정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러한 특성은 상내에서 에지의 변화가 뚜렷한 

경우, 즉 웨이브렛 변환 후 에너지가 특정 대역

에 많이 분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GCP chip을 획득할 때에는 

가능하면 에지의 변화가 분명하면서도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에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지역을 선

택하는게 좋다. 이러한 규칙만 지킨다면 상의 

취득 시기나 상의 밝기 차이에 관계없이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2. 기존 방식과의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의 성능 및 효율성 

검증을 위해 불변 특징에 기반한 상 정합 알

고리즘(Feng 2000)과 성능 비교를 하 다. 일반

적으로 특징 기반 정합은 화소 단위 정합 방식

보다 계산 속도 및 성능면에서 우수하다고 알려

져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일반적인 특

징 기반 정합 방식의 계산량을 크게 줄이면서 

성능이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방식은 

두 단계로 구성되며 첫 번째로 각각의 상에서 

다른 주변 특징과 비교될 수 있는 특징을 찾고 

이 특징이 포함된 작은 역에 대해 그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멘트를 구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주어진 검색 역내에서 각 

상의 모멘트를 비교하여 에러가 최소가 되는 

역을 찾게 된다. 

이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상에서 

특징점을 찾는 일이며, 다음으로는 정합에 앞서 

상을 이진화 시키는 일이다. 이진화 작업은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 되었는데, 이때 

이진화를 결정하기 위해 문턱치 설정이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이 문턱치 설정을 통해 두 

상간의 정합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림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문턱치 값

에 따라 정합점(그림 6에서 중앙)을 구분하기 힘

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 방식에서는 이 정

합점이 상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 다.

이러한 상황은 실험에서 사용된 2개의 상 

모두에 대해서 같은 현상을 보 으며, 정합 결

과는 문턱치 결정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나

타내었다.

기존 방식에서 하나의 역 당 모멘트를 계산하

기 위해 4×M ×N의 덧셈과 5×M+ 3×N  번의 

곱셈 연산이 필요하며, 제안한 방식에서는 에너지 

계산을 할 때 최 저주파수 대역은 제외하기 때문에 

15/16× (M ×N )의 곱셈과 15/16× (M ×N )- 6  

번의 덧셈이 수행된다. 따라서, GCP chip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 수록 곱셈에 대한 연산 횟수는 기존 방

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덧셈 연산 횟수는 

제안한 방식에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다만, 제안한 방식은 사전에 웨이브렛 변환

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지만, 정수형 

웨이브렛 변환에 의해 연산량과 계산 속도를 획

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상 정합 후 정합을 

위해 사용된 에너지 벡터는 DB화 되어 나중에 

재활용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방식의 

경우는 이진화를 위한 문턱치 설정 및 정합점을 

정하는 일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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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위성

상을 정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 다. 제안

한 방법은 웨이브렛 변환에 기반을 두고 있으

며, 공간 역에서의 에지의 변화가 명확하다면 

밝기의 변화에 관계없이 웨이브렛 역에서는 

일정한 에너지를 갖는 다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

다. 또한 밝기의 변화 뿐만 아니라 배경 역에

서의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적응적인 정

합이 가능하다.

실험 결과 시각적으로는 밝기 측면에서 전혀 

다르고, 에지의 일부분이 유실된 상에 대해서

도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정합할 두 상간의 에지의 변화가 분

명하지 않거나 중요한 부분의 에지가 손실될 경

우 올바른 정합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내용은 웨이브렛 변환 대역에서의 

에너지 분포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위성 상 

뿐만 아니라 취득 시기가 서로 다른 일반 상

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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