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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satellite remote sensing,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f the satellite sensor causes
image degradation during the image acquisition. The degradation results in noise and blurring which badly
affect identification and extraction of useful information in image data. This study proposes a maximum
a posteriori (MAP) estimation using Point-Jacobian iteration to restore a degraded image. The proposed
method assumes a Gaussian additive noise and Markov random field of spatial continuity. The proposed
method employs a neighbor window of spoke type which is composed of 8 line windows at the 8
directions, and a boundary adjacency measure of Mahalanobis square distance between center and neighbor
pixels. For the evaluation of the proposed method, a pixel-wise classification was used for simulation data
using various patterns similar to the structure exhibited in high resolution imagery and an unsupervised
segmentation for the remotely-sensed image data of 1 m spatial resolution observed over the north area of
Anyang in Korean peninsula. The experimental results imply that it can improve analytical accuracy in
the application of remote sensing high resolution imagery.
Key Words : Image Degradation, Image Restoration, Markov Random Field, MAP Estimation, Point-

Jacobian Iteration, Spoke Window

요약 : 위성 원격 탐사에서는 센서 운영 환경으로 인하여 영상을 수집하는 동안 영상의 질 저하가 일어나며

이러한 영상의 질 저하는 관측된 자료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출하는 데 악 영향을 미치는 번짐

현상(blurring)과 잡음 (noise)을 야기시킨다. 본 연구는 원격 탐사 영상 자료의 질 저하 현상을 모형화하기 위

해 Gaussian 가산 잡음과 Markov random field로 정의되는 공간적 연결성을 가정하였다. 그리고 질 저하된

관측 자료로부터 원래 강도의 영상을 복원하기 위한 Point-Jacobian 반복 maximum a posteriori (MAP)

추정 법을 제안한다. 제안 연구는 이웃 창의 형태로 8 개 방향의 창으로 구성된 방사형을 사용하며 각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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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 원격 탐사에서는 광학 시스템의 오작동, 센서의

성능, 위성 platform의 움직임 혹은 대기의turbulence 등

과같이 많은 요소들에 의해 영상을 수집하는 동안 잡음

과 번짐 현상과 같은 영상의 질 저하가 일어난다(Liu et

al., 2004). 이러한 영상의 질 저하는 관측된 자료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출하는 데 악 영향을 미친

다. 그러므로 질 저하된 영상의 복원은 원격 탐사 영상

자료의 사용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작업

이다. Wiener filtering과Lucy-Richardson algorithm (Gonzalez

and Woods, 1993) 같은 영상 복원의 전통적인 기술들은

point spread function으로 지칭되는 영상 모형의 질 저하

현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Chen et al., 2006). 그

러나 원격 탐사 센서의 운영 환경은 복잡하고 특히 대기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정확한 질 저하 함수를 구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근의 통계 영상 처리 학에서는 공간적 연결성과 관

련된 문맥 정보를 위해 Markov Random Field (MRF)

(Kindermann and Snell, 1982)를 이용하고 있다. 영상 처

리 과정의 MRF는 서로 이웃하고 있는 화소들은 같은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영상 구조의 국지적 특성

을 대표하고 있으며Gibbs Random Field (GRF) (Georgii,

1979)상에 정의된 lattice-like 물리적 시스템 안에 존재

하는 분자의 상태로서 화소의 형태를 간주함에 의해 수

치 영상 분석에 적용된다. 본 연구는 질 저하 모형으로

Gassian 분포의 가산 잡음과 번짐 현상으로 발생되는 공

간적 연결성을 표현하는MRF를 사용하고 이러한 질 저

하 모형에 근거한 Bayesian 목적 함수를 구성하여 Point-

Jacobian iteration (Varga, 1962)에 의해 원래 영상 강도

값을 추정한다. SAR 자료의 speckle 잡음의 제거를 위해

Bayesian 모형을 사용하는MAP 접근법이 Lee (2007a, b)

에 의해 제안되었다. Point-Jacobian 반복에 의한 MAP

추정의 결과는 잡음 제거에서 종전의 통상적인 방법들

에 비해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여 주었으나MRF의 이

웃들을 정의하기 위한 창 크기와 이웃 간의 결합 강도

를 나타내는 계수 값에 민감하다. 동질성의 가진 내부

지역에서는 적절한 크기의 이웃 창을 사용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특성의 지역들이 인접하고 있는 경계 지역에

서는 다른 특성에 위치한 이웃들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사용하게 된다. 결합 강도도 내부 지역에서 큰 값을 가

져야 하고 경계 지역에서는 작은 값이 요구된다. 이러

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복원 대상 화소의 위치에

따라 이웃 창의 크기와 결합 강도를 조절하는 경계 적응

Point-Jacobian반복법이 제안되었다(Lee, 2009). 서로 다

른 특성의 지역 간의 경계에 얼마나 근접해 있느냐를 근

접 계수를 추정하여 이웃 창의 크기와 결합 강도를 달

리 지정해 주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고해상도 복잡한

형태의 경계 구조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전의 정사

각형의 이웃 창 대신에 중간 화소를 중심으로 8 개의 방

향의 방사형 창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또한 동질성

을 가진 내부 지역에서는 모든 방향에 위치한 이웃들과

의 관계를 고려하도록 하고 경계 지역에서는 경계가 위

치한 방향을 제외한 방향에 위치한 이웃들만 고려하도

록 고안된다.

제안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영상 자료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패

턴을 사용하는 simulation자료를 생성하여 정량적 평가

를 수행하였다. 복잡한 형태의 복합 구조를 가진 지표면

으로 관측된 실제 고해상도 영상 자료를 분석할 경우 정

확한 지표면의 참조 자료를 구성하기가 무척 어렵고 구

성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일부 지역에 국한될 수 밖에 없

다. 일부 지역의 참조 자료를 사용할 경우 채택된 지역에

따라 분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특히 도시 지역과 같이 복합 구조를 가진 영상

scene을 위해서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더

욱 적합하다. 본 연구는 한반도 안양 북부 지역에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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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중심 화소와의 이웃 화소들 간의 Mahalanobis 제곱 거리를 경계 근접성 측정치로 사용한다. 제안 방법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해상도 영상 자료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패턴을 사용하는 simulation

자료를 생성하여 화소 단위 분류 법을 사용하여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한반도 안양 북부 지역에서 관측된

1 m 급 IKONOS 자료의 무감독 분할을 통해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고해상도 원격 탐사 자

료 분석에서 제안 영상 복원 법을 적용하면 현저히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보여 준다.



된 1 m급 IKONOS자료를 사용하여 제안 방법의 성능

을 정성적 평가에 의해 검증하였다. 정량적 평가를 위하

여Maximum Likelihood화소 단위 분류 법을 사용하였

고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지역 확장과 계층 군집(Lee,

2006a, b)의 무감독 영상 분할 방법을 사용하였다.

2. Point-Jacobian 반복 MAP 추정

영상 과정은 각각 관측 강도와 원래 강도(복원하고자

하는 강도)와 관련된 두 개의 continuous random field를

결합한 형태로 가정한다. 이러한 복합 stochastic 모형의

영상 과정에 대해서 최적의 영상 복원을 결정하는 목적

함수는Bayesian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잡음을 가진

영상 Y에 대해서 Bayesian MAP 추정은 잡음이 없는 영

상 X의 사후 확률의mode를 발견하는 것이다:

                        max
∀X

{P(Y | X) P(X)}                          (1)

즉 log-likelihood 함수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ℓPN = In P(Y | X) + In P(X)                    (2)

오른 쪽의 두 번째 항목은 원래 강도 X의 특성에 대한

사전 정보를 나타낸다.

MRF는확률적으로 영상에 존재하는 공간적 연관성

을 계량화 하여Bayesian 모형을 위하여 복원하고자 하는

원래 강도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수치 영상 분석

에서 화소의 상태는 격자 형태의 물리적 시스템에 존재

하는 분자의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격자 시스템의 분자

간 상호작용은 Gibbs measure를 사용하여 모형화할 수

있으며 Hammersley-Clifford 이론(Kindermann and Snell,

1982)의 결과로서Gibbs measure의 결정은 수치 영상 분

석에서MRF를 결정하는 것이다.

In = {1, 2, …, N}은 주어진 수치 영상에 속하는 화소

들의 색인 집합이고 Ri를 i번째 화소의 이웃 화소들의 색

인 집합이라면 R = {Ri, i ∈ In}는 수치 영상 In의 이웃 체

계이고, graph {In, R}의 clique ct는 In의 소 집합 (ct ⊂ In)
으로 같은 clique 에 속한 화소들이 t형태의 이웃 구조를

갖는 화소들의 집합이고, {In, R}의 clique system C = {ct}
는 서로 다른 형태의 모든 clique들의 집합이다. 그러면

graph {In, R}의MRF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X) = Z
_1 exp {_E(X)}

                   E(X) = ∑
c∈C

Vc(X)  (에너지함수)              (3)

                   Z = normalizing 상수

                   Vc = X와 c에 의존하는 잠재함수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화소 쌍으로 구성되는 pair-

clique들의 집합 체계 Cp와 비대칭 잠재 함수를 사용한다

(Lee, 2007a). Pair-clique 에너지 함수는 L개의 밴드를 가

진 수치 영상의 화소 간 공간 상호 작용을 위해서 제곱

Euclidian 거리의 가중치의 합으로 정의한다:

                  Ep(X) = ∑
i∈In

∑
(i, j)∈Cp

βij d2(xi, xj)

                   d2(xi, xj) = ∑L
m=1 (xim

_ xjm)2                      (4)

                             xi = (xi1 … xiL)T

식 (4)의 함수에 의한 확률 표현은 강도 값의 유사성에

따라 서로 이웃하고 있는 화소들 사이의 공간적 연관성

을 나타내며 βij ≠ βji는 i번째와 j번째 화소 간 결합 강도를

나타내는 비음 계수이다.

관측 강도 Y는 일반적인 Gaussian 분포의 가산 잡음

모형을 가정한다:

                       Y = X + ε, ε ~ N(0, Σ)                         (5)

Gaussian 분포의 관측 강도를 거지며 원래 강도의 공

간적연관성을MRF로모형화하는식 (2)의 log-likelihood

함수는 다음과 같다:

          ℓPN ∝ _ (Y _ X)′Σ
_1(Y _ X) _ XTBX

              B = [Bij | i, j ∈ In]  LN × LN 행렬

            Bij = bij IL (IL = L × L Identity 행렬)              (6)

                bij = 

원래 강도 X의MAP추정은 식 (6)의 log-likelihood 함수

의 1차 미분 방정식에 의해 구해 진다:

                         Σ
_1(Y _ X) _ BX = 0                          (7)

식 (7)은 Point-Jacobian 반복 (Varga, 1962)에 의해 풀어 질

수 있다 (Lee, 2007a):

             X̂h = D_1(Σ_1Y _ SX̂h_1), h = 1, 2, …

_ βij

∑
(i, j)∈Cp

βij

0

for(i, j) ∈ Cp

for i = j

otherwis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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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Dij, i ∈ In, j ∈ In | Dii = Σ_1 + biiIL and Dij = 0]
                                              LN × LN 대각행렬       (8)

      S = [Sij, i ∈ In, j ∈ In | Sii = 0 and Sij = bijIL]
                                              LN × LN 행렬

위의 반복 과정은 D
_1S의 spectral radius가 1보다 적다면

유일한 해로 수렴을 한다(Cullen, 1972).식 (8)의 반복 추

정이 유일한 해로 수렴하기 위해 S 대신 1보다 적은 상

수를 S에 곱하면 된다. 개별 i번째 화소에 대해 초기 추

정치 x̂0
i = yi (yi는 관측값)가 주어진다면 h번째 반복 단

계에서MAP 추정은 다음과 같다:

 x̂i
h = (Σi

_1 yi + c ∑
j∈Wi

spoke
βij x̂j

h_1) for ∀i ∈ In

                        c = 수렴 상수 (c < 1)                         
(9)

     Wi
spoke = pair-clique와 관련 방사형 이웃창

식 (9)의이웃창Wi
spoke는 i번째화소를중심으로이웃하고

있는 화소들의 색인 집합으로 정해 진 크기의 창으로 본

연구에서는일반적인정사각형창대신에방사형창을사

용한다. Fig. 1에 3차원방사형이웃창이예로보여진다.

4. 반복 적응 결합 강도 계수

원래 강도의MAP 반복 추정은 이웃 창의 크기를 정

하고 관측 영상 Y의 (공)분산 행렬이 Σ이 주어진다면 결

합 강도 계수 값을 각 반복 단계마다 수정된 영상으로부

터 구해 진 값으로 갱신하면서 반복 과정을 수행한다.

Lee (2007 a)는 반복 추정의 h단계에서 주어진 이전 단계

의 원래 강도 추정치에 대해서 현재 단계의 원래 강도의

사후 확률을 최대화하는 단일 밴드 영상 자료를 위한 결

합 강도 계수를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L개의

밴드를 가진 영상 자료를 위하여 Lee의 추정 법을 적용

하였다. 추정과정의 조절 상수 r이 주어진다면 h 번째 반

복단계에서 결합강도 계수의 추정 값은 다음과 같다:

βij = φiαij이라면

      α̂ij = 

            d2
m(xi, xj) = ∑L

m = 1(xi
_ xj)T Σi(xi

_ xj)

                    φ̂i =                    (10)

            Σ̂= L × L 대각행렬

        σ̂2
im = , μ̂im = 

              Wi
8 = i번째 화소의 인접 이웃창

식 (10)에서는 평균과 분산 값을 추정하기 위해 중심 화

소와 인접하고 있는 8개의 이웃 화소들을 사용하여 추

정하였다. 동질성을 가진 내부 지역에서는 방사형 이웃

창의 모든 방향의 이웃 화소들을 사용하는 것이 추정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경계 지역에서는 Fig. 2에

예시된 것처럼 모든 방향과 높은 차수의 창은 특성이 다

른 인접 지역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사용하여 왜곡된

1
Σi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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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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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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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ke

otherwise

dm
_2(x̂i

h_1, x̂j
h_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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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3rd Order Spoke-type Clique Neighbor Window. Fig. 2. Spoke-type Neighbor Window on Boundary.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 식 (10)의 추정은 화소간의 기하학적 거리에 따

른 결합강도 조절상수 q가 주어진다면 다음과 같이 수

정된다:

  α̂ij = 

      θij = i번째 화소와 j번째 화소와 기하학적 거리

              φ̂i =               (11)

        Wi
spoke = {Wi

E, Wi
W, Wi

S, Wi
N, Wi

SE, Wi
SW, Wi

NE, Wi
NW}

                    Wi
E = {i, i + 1, …, i + NL}

                         xWE = {xk, k ∈ Wi
E}

                      πi (W) = ∑NL
k = 1 d2

m(xi, 
_
xW

k )

                    
_
xW

k = for k ∈ Wi
E

                NL = 방사형 이웃창의 차수 (길이)

내부 지역에서는 중심 화소의 이웃 지역이 균일한 특

성을 가질 것이며 경계 지역에서는 균일하지 않으므로

경계 근접성은 중심 화소의 이웃 지역의 동질성과 밀접

한 관계가 있다. 방사형 이웃 창은 8 개 방향의 창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πi(W)는 각 방향에서의 중심 화소와의 이

웃 화소들 간의 일종의Mahalanobis 제곱 거리의 합이므

로 경계 근접성 측정치로 사용할 수 있다. 잡음으로 인한

왜곡된 계산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경계 근접성 측정

치를 구하기 위해서 개 별 이웃 화소의 값 대신 인접하고

있는 2 개의 평균 값을 사용한다. 식 (11)에서 πi(W)가 큰

값을 가지면 해당한 방향에 위치한 이웃들의 정보를 덜

사용하게 되므로 다른 지역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방사

형 창의 방향을 선택하지 않는 효과와 일치한다.

위의 식에서 각 조절 상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q는 크기에 따른 결합 강도의 감소율을 조절하는 계수로

큰 값을 가질수록 감소율이 빨라 진다.
2) r은 이웃 정보 사용의 상대적 크기를 조절하는 계수로 큰

값을 가질수록 중심 화소 값의 추정에서 이웃 정보를 많
이 사용한다.

5. 실 험

1) Simulation 자료 실험

Simulation 실험은 단일 밴드와 3 개의 밴드를 가지는

잡음 영상 자료를 생성하여 제안된 연구 방법의 성능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Maximum Likelihood 화소 단위 분류

법을 사용하였다. 고해상도 영상의 복잡한 도시 구조에

많이 나타나는 패턴을 사용하였으며 패턴에 속한 클래

스간의 평균 값의 차이와 클래스들의 잡음 수준을 동일

하게 하였으며 다중 밴드에서 모든 밴드의 평균값도 동

일하게 지정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잡음 수준을 나타내

는 Signal Noise Ratio (SNR)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SNR =                        (12)

Fig. 3은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1 m 급 해상도

의 IKONOS 영상 부분 지역 영상과 SNR = 2.0과 SNR =

3.0의 simulation 자료를 비교하고 있다. IKONOS자료는

SNR = 3.0의 simulation 자료보다는 잡음 수준이 높고

SNR = 2의 자료보다는 낮은 것으로 여겨 진다. 첫 번째

실험은 4가지 패턴을 사용한 simulation 자료에 제안 기

술을 적용하였고 Tables 1 - 2와 Figs. 4 - 7은 실험 결과를

보여 준다. Table 1의 분류 오류 율은 SNR = 2.0의 잡음을

가진 단일 밴드와 3 개의 밴드에 적용한 결과로 단일 밴

드 자료에서는 최소 209%, 최대 834%의 개선 효과가 있

었으며 3 개의 밴드 자료에서는 최소 377%, 최대 1738%

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 Table 2는 SNR = 3.0이고 단일 밴

드일 경우의 결과로 최소 287%, 최대 1110%의 개선 효

과가 있었으며 SNR = 1.0이고 3 개의 밴드일 경우는 최

소 133%, 최대 419%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Figs. 4 - 7은 4가지 형태의 패턴영상과 패턴 영상에

표시된 정사각형 구역에 대해 잡음 제거를 하지 않은 자

xk_1 + 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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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KONOS Sub-image, Simulation Images of SNR = 2.0
and 3.0 (from right).



료와영상복원을수행한자료를가지고있다. 또한각자

료에 대한 분류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패

턴의 형태가 단순할수록, 잡음의 수준이 낮을수록 복원

효과가 크며 상대적으로 큰 NL값의 이웃 창을 사용하고

큰결합강도감소율의조절계수 (q)를사용했을때대체

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음 simulation 자료 실험은 선 형태의 패턴을 사용하

여 수행하였다. Fig. 8은 선 형태 패턴과 SNR = 3.0 잡음

수준의 simulation 부분 영상 자료를 보여 주고 있으며

Table 3과 Figs. 9 - 10은 이 패턴을 사용한 simulation 잡음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를 갖고 있다. 선 형태 패턴은 세

종류의 선을 갖고 있는데 위의 두 줄의 두께는 단일 화소

이며 다음 두 줄은 2 개 화소의 두께를 가지며 나머지 하

단의 두 줄은 3 개 화소의 두께를 가지며 65236개의 총

화소 중 배경은 61578개이며 서로 다른 두께의 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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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error rates (%) of Simulation Data with
SNR = 2.0.

Band
No NL q Type 1 Type 3 Type 3 Type 4

1

0 15.82 15.92 15.32 15.67
1 0.0 10.62 10.45 11.47 9.64
2 0.0 7.54 7.22 10.48 4.05
3 0.0 6.97 7.48 10.28 2.87
3 0.5 6.22 6.29 8.92 2.59
3 1.0 5.66 5.37 8.25 2.46
3 2.0 5.41 5.02 7.96 2.56
4 0.0 7.41 8.32 14.01 3.00
5 0.0 8.13 8.88 26.38 3.33
5 0.5 6.57 7.77 19.08 2.67
5 1.0 5.38 6.20 11.30 2.14
5 2.0 4.70 4.71 7.33 1.88

3

0 4.13 4.21 4.18 4.17
1 0.0 1.17 1.14 1.11 0.69
2 0.0 1.40 1.59 1.02 0.49
3 0.0 1.16 1.90 1.26 0.42
3 0.5 1.02 1.41 1.64 0.38
3 1.0 0.81 0.88 1.29 0.29
3 2.0 0.70 0.63 1.22 0.26
4 0.0 1.27 2.37 5.64 0.45
5 0.0 1.37 2.78 22.38 0.49
5 0.5 1.07 1.92 9.05 0.39
5 1.0 0.92 1.16 2.50 0.31
5 2.0 0.72 0.66 1.11 0.24

Table 2.  Classification Error Rates (%) of Simulation Data.
NL q Type 1 Type 3 Type 3 Type 4

1 Band
SNR
3.0

0 6.83 6.59 6.72 6.77
1 0.0 3.28 3.03 3.76 2.42
3 0.0 2.41 2.91 3.98 0.89
3 1.0 1.84 1.82 2.81 0.69
3 2.0 1.72 1.65 2.59 0.65
5 0.0 2.78 3.18 14.27 0.97
5 1.0 1.74 2.13 3.40 0.70
5 2.0 1.50 1.58 2.34 0.61

3
Bands
SNR
1.0

0 9.79 10.40 12.19 7.80
1 0.0 7.20 9.19 11.42 2.51
3 0.0 5.92 6.24 9.24 2.11
3 1.0 6.00 5.67 9.01 2.20
3 2.0 8.72 12.38 31.69 3.03
5 0.0 5.94 7.95 16.35 2.02
5 1.0 5.32 5.46 9.15 1.88
5 2.0 9.79 10.40 12.19 7.80

Fig. 4.  Pattern Type 1.
(2nd line) Simulation Data of SNR = 2.0 (left)

Classified Image (Error = 15.82%) (right)
(3rd line) Restored Image of Single Band (left)

Classified Image (Error = 4.70%) (right)



화소 수는 각각 610, 1342, 2006개이다. 잡음 제거 과정

에서 smoothing으로 인해 영상 복원은 배경에서는 높은

개선 효과를 냈으나 선의 두께가 가늘수록 선을 구분하

는 효과는 떨어진다. 특히 단일 화소 두께의 선의 경우는

영상 복원은 오히려 선을 구분하는 데 역효과를 내나 그

이상의 두께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냈다.다중 밴

드를 사용할 경우와 SNR = 3.0에서는 2 개 화소 이상의

두께에서는 적절한 이웃 창 차수와 조절 계수를 사용하

면 Table 3의 결과에서 보듯이 최소한 200%이상의 분류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실험 결과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절 계수 r을 위해서 적절한 적은 값은 복잡한 형태의

구조에 대해서 더 나은 효과를 나타냈다. 앞의 두 실험에

서는 r = 5.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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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attern Type 3.
(2nd line) Simulation Data of SNR = 2.0 (left)

Classified Image (Error = 15.32%) (right)
(3rd line) Restored Image of 3 Bands (left)

Classified Image (Error = 1.14%) (right)

Fig. 5.  Pattern Type 2.
(2nd line) Simulation Data of SNR = 2.0 (left)

Classified Image (Error = 15.92%) (right)
(3rd line) Restored Image of Single Band (left)

Classified Image (Error = 4.71%) (right)

Table 3.  Classification Error Rates (%) of Simulation Data of
Line Pattern

NL q
Total BG Line1 Line2 Line3

(65236) (61578) (610) (1342) (2006)

1
Band
SNR
2.0

0 30.83 31.81 16.07 14.01 16.50
1 0.0 18.10 18.34 19.18 12.37 13.96
3 1.0 2.89 1.69 56.23 16.69 14.06
5 2.0 2.61 1.07 74.75 26.23 12.01

1
Band
SNR
3.0

0 12.98 13.36 7.87 7.00 6.78
1 0.0 4.25 4.17 11.31 4.40 4.39
3 1.0 0.87 0.50 22.62 4.69 3.09
5 2.0 0.89 0.37 36.23 6.86 2.19

3
Bands
SNR
2.0

0 8.03 8.28 5.08 3.20 4.39
1 0.0 0.96 0.76 12.13 3.13 2.14
3 1.0 1.06 0.15 80.66 5.96 1.50
5 2.0 1.97 0.15 90.33 45.90 1.45

3
Bands
SNR
3.0

0 0.89 0.92 0.66 0.15 0.35
1 0.0 0.07 0.05 2.13 0.07 0.14
3 1.0 0.13 0.03 10.66 0.07 1.50
5 2.0 1.00 0.01 54.92 23.10 1.45



2) 원격 탐사 자료 실험

영상이 관측된 지역이 복잡한 복합 구조를 가지고 있

으면 지표면 참조 자료를 정확하게 구하기가 무척 어렵

고 실제 영상 자료 실험에서 정확한 참조 자료가 없다면

대해 정확한 정량적 평가는 무의미한 경우가 많고 참조

자료의 채택 지역에 따라 왜곡된 분석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안양 종합 운동장을 포함하는 안양의 북

부 지역을 2003년도에 관측한 IKONOS 영상 자료를 사

용하여 제안 방법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하였다.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분류 결과 대신 지역 확장과 계층 군집

(Lee, 2006a, b)을사용한분할결과를사용하였다. Fig. 11

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안양 북부 지역에서 관측된

10241024 크기의 1 m 급 공간 해상도를 가진 범색 영상

이다. Fig. 12는 Fig. 11의 정사각형 지역의 128128 크기

의 1 m 급RGB 칼라 부분 영상들이다. Figs 13 - 16은 4 개

의 부분 지역에 대해 관측 영상 자료와 복원된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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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enoised and Classification Results of Simulation Data
of Single Band:

(top) Simulation Image of SNR = 3.0 and Corresponding
Classification Map (30.83%)

(middle) Restored Image using NL = 3 and q = 1.0 for
Simulation Data of SNR = 2.0 and Corresponding
Classification Map (Classification Map (2.89%)

(bottom) Restored Image using NL = 3 and q = 1.0 for
Simulation Data of SNR = 3.0 and Corresponding
Classification Map (Classification Map (0.87%)

Fig. 7.  Pattern Type 4.
(2nd line) Simulation Data of SNR = 2.0 (left)

Classified Image (Error = 15.67%) (right)
(3rd line) Restored Image of 3 Bands (left)

Classified Image (Error = 0.24%) (right)

Fig. 8.  Line Patterns and Simulation Data of SNR = 3.0 for
Square Box Area in Pattern:

The line width of first two lines are 1 pixel, the width of second
2 lines are 2 pixels and the width of third two lines are 3 lines
from top.



를 100개 지역으로 분할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Figs

의 분할 결과에서는 NL = 5, q = 2.0, r = 1.0을 사용하여

생성된 복원 영상 자료에 대한 결과이다. 4 개의 분할 결

과를 살펴보면 복원 영상 자료를 사용했을 때 관측 자료

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보다 동질 지역의 내부 오류를 줄

여 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경계 구분을 명확히 해주는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3은 비닐 하우스 지역으로

비닐 하우스가 태양의 반사도에 따라 여러 개의 띠 형태

로 나타나나 비닐 하우스 간의 구별은 명확히 보인다. 관

측 영상의 결과보다 잡음 제거 영상의 결과에서 띠의 형

상이 단순하며 비닐 하우스 외의 지역에서는 복원 효과

가 보다 명확하다. Fig. 14은 흙 길, 평평한 초지 유사 지

역과 숲으로 구성된 지역으로 복원 영상 자료의 분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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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KONOS Panchromatic Image of 1024 × 1024 observed
on North Area of Anyang, Korea of 2003 Year.

Fig. 10.  Restored and Classification Results of Simulation Data
of 3 Bands:

(top) Restored Image using NL = 1 and q = 0.0 for Simulation
Data of SNR = 2.0 and Corresponding Classification Map
(Classification Map (0.96%)

(bottom) Restored Image using NL = 31 and q =0.0 for
Simulation Data of SNR = 3.0 and Corresponding
Classification Map (Classification Map (0.07%)

Fig. 13.  Segmentation Results of 100 Regions for Top Square Box
Area using Observation (left) and Restored Image (right):
(top) 128 × 128 m Area (bottom) 64 × 64 m Area.

Fig. 12.  IKONOS RGB Color Sub-images of 128 × 128 with 1
m Spatial Resolution corresponding to 4 Square Box
Areas of Fig. 11.



길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며 이 외의 지역에서는 좀 더 단

순한 결과를 생성하였다. 실내 수영장 건물과 주택을 포

함하는 Fig. 15와 평촌 대로를 포함하는 Fig. 16에서도

Figs. 13과 14의 결과에서처럼 복원 효과를 보여 주고 있

다. 특히 평촌 대로는 복원 영상의 분할에서 현저히 명확

하게 구별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는 Gaussian 가산 잡음과 공간적 연결성을 나

타내는MRF를 사용하여 원격 탐사 영상 자료의 질 저하

현상을 모형화 하였고 질 저하된 관측 자료로부터 원래

강도의 영상을 복원하기 위한MAP 추정 법을 제안한다.

제안 연구는 이웃 창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

사각형 대신 8 개 방향의 창으로 구성된 방사형을 사용

하며 각 방향에서의 중심 화소와의 이웃 화소들 간의

Mahalanobis 제곱 거리를 경계 근접성 측정치로 사용한

다. 다양한 패턴들을 사용하는 simulation 실험을 통하여

제안 방법의 성능을 정량적 평가를 하였으며 정성적 평

가를 위하여 실제 1 m 급 고해상도 원격 탐사 자료를 분

석하였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패턴의 형태가 단순할수

록, 잡음의 수준이 낮을수록 복원 효과가 크며 상대적으

로 큰 NL값의 이웃 창을 사용하고 큰 결합 강도 감소율

의 조절 계수를 사용했을 때 대체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성적 분석에서는 복원 영

상 자료를 사용하여 분할했을 때 관측 자료를 직접 사용

하는 경우 보다 동질 지역의 내부 오류를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경계 구분을 명확히 해주는 효과를 보였

다.본연구의실험결과에서보듯이제안된방사형이웃

창을 사용하는 Point-Jacobian 반복MAP 추정에 의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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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egmentation Results of 100 Regions for Third Top Square
Box Area using Observation (left) and Restored Image (right):
(top) 128 × 128 mArea (bottom) 64 × 64 mArea.

Fig. 14. Segmentation Results of 100 Regions for Second Top Square
Box Area using Observation (left) and Restored Image (right):
(top) 128 × 128 m Area (bottom) 64 × 64 m Area.

Fig. 16. Segmentation Results of 100 Regions for Bottom Square
Box Area using Observation (left) and Restored Image
(right): (top) 128 × 128 mArea (bottom) 64 × 64 mArea.



측 자료의 복원은 원격 탐사 자료 분석에서 높은 정확성

을 높여 준다. 그러므로 관측영상을 제안된 복원 법에 의

해 영상의 질 저하를 개선시킨 후 고해상도 영상분할 및

분류에 적용하면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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