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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2014년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아리랑 위성 2호와 3호 등 총 2기의 고해상도 광학위

성을 운용 중이다. 특히 아리랑 위성 3호는 동일궤도 스테레오 영상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지역의 3차원 정보추출에 유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위성운영의 특수성 및 영상 취득 효율 등

의 이유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단영상 획득을 주로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리랑 2호와 3호의 이종 영상 조합으로 관심 대상지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단일 영상 조합에 기반한 입체 기하를 분석하고 에피폴라 영상을 생성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였다. 

분석은 RPCs(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s)에 기반한 piecewise기법을 이용하여 진행되었

고, 2차원 포물선 형태의 에피폴라 커브 및 3차 다항식에 기반한 에피폴라 영상 변환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에피폴라 영상은 영상 전반에 걸쳐 종시차가 1화소로 최소화될 

수 있었으며 두 영상간의 해상도 또한 정규화 되어 3차원 디스플레이 및 디지타이징에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아리랑 2호, 아리랑 3호, 입체, 에피폴라, RPCs, 재배열, 시차

ABSTRACT

As of 2014, KARI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operates two 

high-resolution satellites such as Kompsat-2 and Kompsat-3. Kompsat-3 has 

capability of in-track stereo images acquisition but it is quite limited because the 

stereo mode lowers the spatial coverage in a trajectory.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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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polar geometry from the heterogeneous Kompsat-2 and Kompsat-3 image 

combination to epipolar resample them for 3D spatial data acquisition.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piecewise approach with RPCs (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s) and the result showed the parabolic epipolar curve pattern. We also 

concluded that the third order polynomial transformation is required for epipolar image 

resampling. The resampled image pair showed 1 pixel level of y-parallax and can be 

used for 3D display and digitizing.

KEYWORDS : Kompsat-2, Kompsat-3, Stereo, Epipolar, RPCs, Resampling, Parallax

INTRODUCTION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1.0m급 해상도 

아리랑 위성 2호를 2006년에 발사한 데 이어

이어 0.7m 공간해상도 흑백 영상 및 2.8m 공

간해상도의 다중 파장대 영상을 폭 16.8km에 

대해 획득하는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위성 

3호를 2012년 5월 18일에 발사하였다. 이로서 

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두 대의 고해상도 

광학 위성을 운용 중이며, 곧 50cm급의 아리랑 

위성 3A 또한 발사 예정이므로 3대의 위성 군

(群)의 운용이 예정되어 있다. 

아리랑 위성 3호는 기존의 아리랑 위성 2호

에 비해 앞서 언급한 공간해상도의 향상 이외

에 센서 구조 및 스테레오 취득 방식 등에 있

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아리랑 위성 2호의 

경우에는 그림 1과 같이 다른 시간, 다른 궤도

에서 동일 지역에 대한 영상을 획득해야만 하

는 데 반해 아리랑 위성 3호는 동일 궤도상에

서 피치각도를 조절하여 대상지를 중복 촬영한

다. 따라서 아리랑 3호 위성은 방사학적 조건이 

거의 유사하나 기하학적으로만 다른 스테레오 

영상을 취득하여 보다 고품질의 3차원 지형 정

보 추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스테레오 

영상의 취득은 3차원 입체 영상 지도 및 3차원 

지형 정보 추출을 위해서는 입체 영상이 필수

적이다(Yeon, 2000).

이러한 동일 궤도 입체 영상 획득 방식은 미

리 계획된 지역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만 활용되

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의 궤도에서 획

득 가능한 영상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한 궤도상에서 대상지를 지나가기 전에 대상지

를 보는 방향으로 위성의 자세를 변화시켜 영

상을 한번 획득하고, 이 후 위성 자세를 지나온 

방향으로 다시 변화시켜 대상지에 대한 두 번

째 영상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영상 획

득 면적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동일한 방식

으로 스테레오 영상을 획득하는 IKONOS 위성

의 경우에도 단일 영상 모드로 영상 획득 시 

최대 1,000km에 이르는 영상 획득이 가능하

나, 스테레오로 촬영 시 최대 400km의 영상 

획득만이 가능하다(Dial et al., 2003). 

FIGURE 1. Across track stereo vs. along 

track ste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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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sted Kompsat-2 and Kompsat-3 data (K2(1), K2(2), K3(1), K3(2))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리랑 위성 2호와 

아리랑 위성 3호 두 고해상도 위성을 운용하고 

있고, 또한 아리랑 위성 3A 또한 예정되어 있

으므로, 위성 군(群) 운용의 장점을 살려, 유사

한 시간대에 동일 대상지에 대해 아리랑 위성 

영상을 취득한다면 데이터 취득 효율을 해치지 

않고서도 1m급 3차원 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3차원 처리 및 디스플

레이를 위해서는 에피폴라 기하 분석 및 에피

폴라 영상 생성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고해상도 위성이 푸쉬부룸 센서 기반

임에 따라 푸쉬부룸 센서 특성에 맞춘 에피폴

라 기하분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Gupta and Hartley, 1997; Kim, 2000; 

Morgan, 2004), 특히 최근에는 RPCs 모델을 

활용한 영상 전역에 대한 에피폴라 커브 도출 

기법(Oh et al., 2010) 및 에피폴라 영상 생성 

기법 등이 개발되었다(Oh et al., 2010; Wang 

et al., 2011). 

아리랑 위성 2호 및 아리랑 위성 3호에 대해

서도 각각에 대한 입체영상을 이용한 연구(Lee 

et al., 2012), 에피폴라 커브 분석 및 에피폴

라 영상 제작에 대한 연구(Oh and Lee, 2011; 

Oh et al., 2013)가 국내에서 이미 진행되었다. 

에피폴라 커브의 형상에 대한 기존의 실험결과

는 아리랑 위성 2호 및 3호 센서 특성을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3차원 공간정보 

획득을 위한 아리랑 위성군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아리랑 위성 2호와 3호 간의 이종 영상을 

기반으로 3차원 디스플레이 및 영상 정합의 정

확도,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에피폴라 기하를 분

석하고, 에피폴라 영상을 생성하였다. 연구방법

으로는 piecewise 기법(Oh et al., 2010)을 

적용하여 이종 영상간의 에피폴라 커브를 생성

하였고, 아리랑 위성 2호, 3호가 동일한 공간 

해상도 및 시차를 갖도록 에피폴라 영상을 제

작한 후 종시차 비교를 통해 스테레오 영상의 

품질을 평가하였다. 

EXPERIMENTAL DATA

실험 대상지는 대구 지역이며 도시를 포함한 

산악지형까지 포함되었다. 지형의 기복은 약 

500m 범위를 보이는 지역이다. 해당 대상지에 

대해 아리랑 위성 2호가 2009년 12월 및 2010

년 2월에 촬영되었고, 아리랑 위성 3호 스테레오 

영상이 2014년 3월에 스테레오 모드로 촬영되었

다. 실험에 사용된 흑백(panchromatic)영상과 

그 제원은 그림 2와 표 1에 제시되었다. 비록 

2호와 3호 영상간의 촬영 날짜 차이가 크지만, 

스테레오 기하를 분석하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아리랑 위성 3호의 해상도가 약 0.8m 전

후인데 반해, 아리랑 위성 2호의 해상도는 약 

1.0m로서 0.2m의 차이를 보이며, 영상의 크기

는 아리랑 위성 2호가 약 15km×15km, 아리

랑 위성 3호가 약 19km×19km로서 아리랑 

위성 3호가 가로 세로 약 4km씩 더 크다. 영

상 전반에 걸쳐 획득된 지상기준점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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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s Kompsat-2 Kompsat-3

Image ID K2(1) K2(2) K3(1) K3(2)

Date 2009-12-31 2010-02-07 2014-03-18 2014-03-18

Incidence/Azimuth 14.1°/256.1° 5.8°/91.7° 25.9/145.0° 29.1/4.7°

GSD (line/sample) 1.05/1.03 m 0.98/0.99 m 0.78/0.82 m 0.77/0.87 m

Image Size (line/sample) 15,500×15,000 15,500×15,000 24000×24060 24000×24060

TABLE 1. Test data specification

평균제곱근 오차(RMSE)가 1화소에 이르도록 

Affine 변환식(Fraser and Hanley, 2005; 

Lee and So, 2009)을 이용하여 RPCs를 조정

한 후 활용하였다.

아리랑 위성 2호와 3호 각각의 촬영 방위는 

그림으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그림 3). 아리랑 

위성 2호의 경우 동쪽(방위각 91.7°)과 서쪽 

(방위각 256.1°)에서 대상지를 향하여 촬영되

었고, 아리랑 위성 3호의 경우 북쪽(방위각 

4.7°)과 남동쪽(방위각 145.0°)에서 촬영되었

다. 촬영 고도각의 경우 아리랑 위성 3호의 경우 

동일 궤도 스테레오 촬영을 위해 25.9°와 

29.1°로 약간 기울어 촬영하였으나, 아리랑 위

성 2호의 경우 각각 14.1°와 5.8°로서 아리랑 

위성 3호보다 수직(nadir)으로 촬영되었다. 따라

서 각각의 촬영각을 기반으로 계산된 아리랑 위

성 2호와 3호 간의 수렴각(convergence angle)

은 표 2와 같다. 계산된 수렴각은 최소 22.9°에

서 최대 35.9°범위를 보이며, K2(1)과 K3(2)

의 조합이 35.9°로서 스테레오 취득각도로는 가

장 적합하였다.

K2(1) K2(2)

K3(1)

K3(2)

FIGURE 3. Acquisition azimuth

Angles K3(1) K3(2)

K2(1) 33.5° 35.9°

K2(2) 22.9° 29.3°

TABLE 2. Convergence angles

EPIPOLAR GEOMETRY ANALYSIS

에피폴라 기하 분석을 위해 영상 전반에 걸

친 에피폴라 커브를 생성하였다. 그림 4에서 나

타낸 piecewise 기법(Oh et al., 2010)을 통

해 에피폴라 커브를 영상 전체에 대해 생성하

였다. 첫째, 좌측 영상에서 선택된 임의의 한 

점(그림 4(a)의 좌측영상 삼각형)을 좌측 영상 

RPCs식을 이용하여 지상의 최저 및 최고 표고

값을 갖는 두 지상점으로 투영하고, 이를 다시 

우측 영상의 RPCs를 이용하여 우측 영상으로 

투영함으로써 두 영상점을 획득한다(그림 4(a)

의 우측영상). 이렇게 획득된 두 영상점을 기준

으로 다시 좌측 영상으로 투영하게 되면, 좌측 

영상 내 시작점(그림 4(b)의 좌측영상 삼각형)

에 인접한 두 영상점이 획득되게 되고, 이를 연

결한 선이 곧 에피폴라 커브가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좌측 영상과 우측 영상 

전역에 걸친 커브가 생성되게 되며 이것이 곧 

에피폴라 커브이다. 

앞서 설명한 piecewise 방법에 따라 아리랑 

위성2호와 3호 조합별로 에피폴라 커브를 생성

하였다(그림 5). 이 때 지상 높이의 최소 최대

는 실험 대상지의 표고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

록 각각 0, 1000m로 설정하여 활용하였다. 선

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영상 라인(행) 증가 방

향에 따른 직선 방정식으로 모델링 해보았고, 

모델링 결과 영상 샘플(컬럼) 방향의 잔차를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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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Piecewise method for epipolar curve pair generation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5

-10

-5

0

5

10

15

20

25

30

row [pixel]

re
si

du
al

 [p
ix

el
]

line fitting residual

 

 
curves in the left image
curves in the right image

(a) K2(1)-K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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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2(1)-K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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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K2(2)-K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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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pipolar curve pattern for each image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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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pipolar image resampling: top(K2(1)), bottom(K3(1))

축에 표시하였다. 그림 5에서와 같이 직선 모델

링은 적게는 4화소에서 25화소에 이르는 잔차

를 보였으며, 이는 에피폴라 커브가 직선에서 

크게 벗어나는 2차원 포물선의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좌, 우측 영상의 커브가 영상 라

인(행) 증가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났으며, 

영상 조합에 따라 그 형태 및 선형성의 정도 

또한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EPIPOLAR IMAGE RESAMPLING

앞서 수행한 에피폴라 커브 분석을 바탕으로, 

아리랑 위성2호와 아리랑 위성 3호 영상간의 

에피폴라 영상 재배열을 실시하였다. 앞서 

piecewise 기법으로 영상 전역에 걸쳐 좌, 우 

영상의 에피폴라 커브를 도출한 후, 각각의 커

브를 동일한 영상 라인(행)으로 직선화하여 재

배열하였다. 즉, 에피폴라 커브에 동일한 라인

(행) 좌표값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좌, 

우 영상의 에피폴라 커브는 동일한 라인에 위

치하게 되므로 종시차(y-시차)가 제거되고, 두 

영상간의 종방향 해상도 또한 정규화될 수 있

다. 다음으로 영상 샘플(컬럼)방향의 증가도가 

지상 고도와 선형관계를 갖도록 재배열하여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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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ntinued

시차(x-시차)량이 곧 지상의 표고 차이로 대응

되도록 재배열 하였다. 즉, 아리랑 위성 2호와 

3호의 해상도가 다르므로 지상 고도에 대응되

는 아리랑 위성 2호 영상의 횡방향 영상 범위

를 고정하고, 이에 대응되는 아리랑 위성 3호 

영상 범위를 계산하여 두 범위를 정규화함으로

써 좌, 우 영상 간 횡방향 해상도 차이가 제거

되었다(Oh et al., 2010; Oh and Lee, 2011). 

아리랑 위성 2호와 3호 총 4가지 조합에 대

해 에피폴라 영상 재배열을 실시하였으며, 영상 

재배열시 bilinear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6

은 K2(1)-K3(1) 조합에 대해 생성한 에피폴

라 커브가 영상 생성을 통해 어떻게 바뀌었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삼각형(△) 시작점에서부

터 유도된 대각선 방향의 점(⚫)이 에피폴라 커

브의 절점(vertex)를 나타내며, 각 점(⚫)은 

별표(*)로 에피폴라 재배열되었다. K2(1)과 

K3(1)영상에서 별표가 이루는 영상 라인은 동

일 라인에 위치하여, 종시차가 제거된다. 또한 

별표사이의 간격이 좌, 우 영상에서 일정하게 

설정되어 해상도 정규화 및 지상 고도와의 선

형관계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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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s K2(1)- K3(1) K2(1)- K3(2) K2(2)- K3(1) K2(2)- K3(2)

Image ID K2(1) K3(1) K2(1) K3(2) K2(2) K3(1) K2(2) K3(2)

2nd order [mean] 0.1 0.3 0.1 0.2 0.2 0.2 0.1 0.1

2nd order [max] 0.4 0.6 0.1 0.6 0.7 1.4 0.4 0.6

3rd order [mean] 0.0 0.1 0.0 0.1 0.0 0.0 0.0 0.0

3rd order [max] 0.0 0.4 0.0 0.1 0.1 0.4 0.1 0.1

TABLE 3. Image transformation residual(unit : pixels)

(a) K2(1)-K3(1)

  
(b) K2(1)-K3(2)

(c)K2(2)-K3(1)

    
(d)K2(2)-K3(2)

FIGURE 7. Generated anaglyph images

영상 재배열을 위한 변환식으로는 에피폴라 

커브가 2차 포물선의 형태를 보임에 따라 2차 

다항식과 3차 다항식을 적용해 보았으며, 표 3

에 영상 재배열에 따른 다항식의 잔차를 제시

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2차 다항식을 활용하

였을 경우 0.5화소을 초과하는 잔차가 발생하

여 모델링에 따른 오차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3차 다항식을 활용한 경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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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y-parallax samples for K2(1)-K3(1)

Combination K2(1)- K3(1) K2(1)- K3(2) K2(2)- K3(1) K2(2)- K3(2)

RMSE [pixels] 0.8 0.9 1.1 0.9

TABLE 4. y-parallax

잔차가 0.5화소 이하로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3차 다항식에 기반한 영상 재배열

을 통해 변환 오차로 인한 오차 누적을 최소화

할 수 있음을 실험 결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영상 전반에 걸쳐 유도된 여러 에피폴라 

커브들이 조금씩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아리랑 위성 2, 3호 스테레오 한 세트를 에

피폴라 영상 재배열하는데 매트랩 코드로 약 6

분 소요되었다. 생성된 에피폴라 영상을 이용하

여 각 조합별로 여색입체시를 제작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영상 면적이 큰 

것이 아리랑 위성 3호이며 작은 것이 아리랑 

위성 2호 영상이다. 스테레오 조합에 따라 지형

의 방향 또한 달라지게 나타났으나 지상 좌표 

계산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입체 안경

을 이용한 육안 확인결과 하천 주변과 같이 촬

영 시기의 차이로 인한 변화지역을 제외하고는 

성공적인 에피폴라 영상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생성된 에피폴라 영상의 종시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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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았다. 영상 전체에 걸쳐 육안으로 검사

점을 획득하여 확인해본 결과, 표 4와 같이 종

시차가 1화소 내외로 분석되었다. 그림 8은 

K2(1)-K3(1) 에피폴라 영상에 대해 영상 전

반에 걸쳐 확인해 본 종시차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가로 점선이 동일한 영상 라인을 나타내

며, 원으로 표시한 것이 아리랑 위성2호와 3호

에서 나타난 동일한 지형지물이다. 즉, 종시차

가 영상 전반에 걸쳐 일정하게 최소화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아리랑 위성 2호와 3호의 이

종 영상 조합에 대한 에피폴라 기하 분석 및 

영상 생성을 수행하였다. 에피폴라 커브 형태의 

경우 2차원 포물선의 형태를 보였으나, 에피폴

라 영상 재배열시에는 3차 다항식의 활용을 통

해 영상 변환 오차를 서브픽셀로 최소화시켜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에피폴라 영상 생성 결과, 

실험에 사용된 영상들이 4년에 이르는 큰 시기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천지역과 같이 시

기에 따라 변화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성공적

으로 3차원 디스플레이가 가능하였고, 영상 전

반에 걸친 종시차 평가 결과 1화소 내외로 확

인됨에 따라 3차원 디스플레이 뿐 아니라 3차

원 디지타이징, 매칭 등의 활용 분야에서도 효

율적으로 사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시기 차이가 큰 영상 조합 이

외에 유사시기에 촬영된 아리랑 위성 2호, 3호 

조합을 이용하여 에피폴라 영상을 생성하고 이

를 통해 자동화된 고해상도 지형정보 추출, 변

화탐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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