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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a scheme to reduce spectral distortion in PAN-sharpening which
produces a MultiSpectral image (MS) with the higher resolution of PANchromatic image (PAN). The
spectral distortion results from reconstructing spatial details of PAN image in the MS image. The proposed
method employs Spectral Adjustment and Anisotropic Diffusion to make a reduction of the distortion.
The spectral adjustment makes the PAN-sharpened image agree with the original MS image, but causes
block distortion because the spectral response of a pixel in the lower resolution is assumed to be equal to
the average response of the pixels belonging to the corresponding area in the higher resolution at a same
wavelength. The block distortion is corrected by the anisotropic diffusion which uses a conduct coefficient
estimating from a local computation of PAN image. It results in yielding a PAN-sharpened image with
the spatial structure of PAN image. GSA is one of PAN-sharpening techniques which are efficient in
computation as well as good in quantitative quality evalu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GSA as a
preliminary PAN-sharpening method. Two data sets were used in the experiment to evaluate the proposed
scheme. One is a Dubaisat-2 image of 1024ⅹ1024 observed at Los Angeles area, USA on February, 2014,
the other is an IKONOS of 2048ⅹ2048 observed at Anyang, Korea on March, 2002.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yields the PAN-sharpened images which have much less spectral
distortion and better quantitative quality evaluation.

Key Words : PAN-sharpening, Spectral Adjustment, Anisotropic Diffusion, Spectral Distortion, Spatial
Distortion, GSA, Dubaisat-2, IKONOS.

요약 : 본 연구는 주어진 관측 multi-spectral (MS)영상을 panchromatic (PAN) 영상 수준으로 고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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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표면의 다양한 분광 특성을 관측하기 위해 Landsat

및 NOAA 위성에 탑재되었던 초기의 MS 센서에서 출

발하여 공간 해상도를 4m급 이내로 향상시킨 센서까지

발전하여 왔다. 4m급 이내의 공간 해상도를 가진MS 센

서들은 4개의 밴드 대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반사 혹

은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감지하여 영상을 생성한다.

또한 이러한MS 센서들을 장착한 platform은 1m급 이내

의 공간 해상도를 가진 PAN 영상 자료를 동시에 수집

한다. 지표면의 자세한 공간 구조에 대한 정보는 PAN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나 지표면의 분광 특성을 상

세하게 표현하기 위해MS 자료가 필요하다.

MS 영상과 PAN 영상의 융합 기술은 PAN 영상의 공

간 척도를 가진 RGB영상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되었다. 이러한 기술은 일반적으로 “PAN-sharpening”

이라고 불린다 . PAN-sharpening 기법은 크게 Multi-

Resolution Analysis (MRA) 기반의 방법과 Component-

Substitution (CS) 기반의 방법으로 구분된다. MRA 접근

법은 PAN 영상의 공간 척도로 upsample한 MS 자료에

PAN 영상의multi-resolution decomposition을 통해 추출

한 자세한 공간적 정보를 주입하는 방법이다. 공간적 정

보 추출을 위해 MRA 방법으로는 decimated wavelet

transform (Mallat, 1989), undecimated wavelet transform

wavelet (Nason and Silverman, 1995), “á trous” wavelet

transform (Shensa, 1992), Laplacian pyramid (Burt and

Adelson, 1983)등이 있다. CS 기반의 접근법은MS 영상

을 이용하여 추정한 intensity 영상과 PAN 영상의 차이

를 MS 영상에 더 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알고리즘으

로. intensity-hue-saturation (Carper et al., 1990; Chavez et

al., 1991),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Chavez et al., 1989;

Shettigara, 1992; Shah et al., 2008), Gram-Schmidt spectral

sharpening (Laben and Brower, 2000)등이 제안되었다. CS

기반 알고리즘은MRA 기반의 방법에 비하여 일반적으

로 PAN 영상의 공간 해상력을 유지하는 데 뛰어나고

연산 처리 속도가 빨라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으나

MS 영상의 분광 정보가 왜곡되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센서 간 세부적인 특

성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융합 기법을 적용할 경우에

도 적용되는 센서에 따라 일관적인 융합 성과가 나타나

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Oh et al., 2015).

PAN-sharpening에서 주어진 관측MS 영상이 PAN의

공간 해상력을 가지도록 변환하는 과정에서 분광 왜곡

(spectral distortion)이 발생한다. PAN-sharpened 영상을

관측 MS 영상의 분광 값과 평균적으로 일치시키는 분

광 조정 (spectral adjustment)을 통하여 분광 왜곡을 제거

할 수 있으나 분광 조정은 구역 오류 (block distortion)를

발생시키다. 본 연구는 구역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비

등방성 확산 (anisotropic diffusion)을 제안한다. 영상의

미분적 구조 (differential structure)에 사용하여 경계 보

존과 지역 내 smoothing을 수행하기 위해 Prona and

Malik(1990)에 의해 비등방성 확산이 영상 처리에 소개

되었다. 소개되었던 비등방성 확산은 사전 정보 없이 전

도 계수 (conduct coefficient)의 국지적 계산을 기반으로

하여 선택적 확산을 한다. 본 연구는 PAN-sharpened 영

상에 대해 분광 조정을 수행한 후 구역 오류를 제거하

기 위해 PAN 영상을 사용하여 전도 계수를 국지적으로

계산하는 비등방성 확산을 제안하다. 제안 방법은 2014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1, No.6, 2015

–572–

도화 하는 영상융합에서 공간 해상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 발생하는 분광 왜곡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 방법은 관측 MS 영상에 대해 GSA PAN-sharpening을 수행하고 분광 조정 후 비등방성 확산을

실시한다. 분광 조정은 PAN-sharpened 영상이 관측 MS 영상과 일치하는 분광적 특성을 가지도록 하나

구역 오류를 발생시킨다. 분광 조정을 실시 한 후 나타나는 구역 오류는 비등방성 확산에 의해 제거된다. 비

등방성 확산은 PAN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국지적으로 계산한 전도 계수를 사용하므로 PAN-sharpened 영

상이 PAN의 공간적 특성에 일치하는 결과를 산출한다. 분광 조정 전 초기 PAN-sharpening 방법으로 정

량적 평가가 우수하고 계산적으로 효율적인 GSA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2014년 2월 관측된 1024×1024 크

기의 미국 Los Angeles 지역의 Dubaisat-2 위성 자료와 2048ⅹ2048 크기의 2002년 3월 경기도 안양 지

역에서 관측된 IKONOS 자료를 사용하여 실험 평가를 수행하였다. 제안 방법의 결과는 정량적 품질 평가에

서 최선이었거나 최선에 가까운 수준의 결과를 산출 했고 특히 분광 오류를 현저히 감소시킨다.



년 2월 관측된 미국 Los Angeles 지역의 1024×1024 크

기의Dubaisat-2 위성 자료와 2002년 3월 경기도 안양 지

역에서 관측된 2048×2048 크기의 IKONOS 자료를 사

용하여 실험 평가를 수행하였다.

2. Pansharpened 영상의 분광 조정

PAN-sharpening은 관측MS 자료를 우선적으로 PAN

영상과 같은 공간 척도로 확장한 후 PAN 영상과 융합

하여 PAN 영상 수준의 자세한 공간 구조를 갖는MS 자

료를 생성한다. 융합 과정에서 PAN 영상의 공간 해상

력을 유지하기 위해 결과 영상에서 분광 왜곡이 발생한

다. 이러한 분광 왜곡은 분광 값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

적 분석에서 PAN-sharpened 영상은 관측MS 영상을 사

용한 분석과 다른 부정확한 분광 정보를 제공할 수 있

다. PAN 영상의 공간 척도를 가진MS 센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PAN-sharpened 자료와 관측 자료와의 정확한

관계를 알 수 없다. 관측 시 번짐 효과(blurring effect)가

없는 완전한 센서를 가정하여 저해상도의 한 화소의 분

광 값은 저해상도 화소 지역에 속하는 고해상도의 화소

들의 평균 값과 일치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PAN 영상

이MS 영상에 비해서 4배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B, G, R,NIR}는 화소 수가 n개인 관측MS 영상이고,

{B̂, Ĝ, R̂, N̂IR}는 16×n개의 화소 수를 가진 PAN-

sharpened 영상이라 하면 분광 오류를 제거한 분광 조정

영상 {
≈
B, 

≈
G, 

≈
R, 
≈
NIR}이 다음과 같이 생성된다:

                               
≈
Bi( j) = γi, B B̂i( j)

                              
≈
Gi( j) = γi, G Ĝi( j) i = 1, 2, …, n

                              
≈
Ri( j) = γi, R R̂i( j) j = 1, 2, …, 16

                        
≈
NIRi( j) = γi, NIR N̂IRi( j)

                                     where                                      (1)

                         γi, B = 16Bi/Σ16
j = 1 B̂i( j)

                        γi, G = 16Gi/Σ16
j = 1 Ĝi( j)

                         γi, R = 16Ri/Σ16
j = 1 R̂i( j)

                   γi, NIR = 16NIRi/Σ16
j = 1 N̂IRi( j)

색인 i( j )는 저해상도 영상의 i번째 화소에 속하는 고해

상도의 j번째 화소를 나타낸다.

분광 조정 영상은 동일한 저해상도의 위치를 가지

는 고해상도의 화소들에서 동일한 분광 조정 계수

(spectral-adjustment coefficient)를 사용하므로 구역 오류

가 발생한다. 즉 저해상도 관측 영상의 i번째 화소에 해

당하는 고해상도 PAN-sharpened 영상의 16개 화소들에

대해서 동일한 조정 계수 {γi, B, γi, G, γi, R, γi, NIR}가 적용된

다. Fig. 1은 단순한 모의 영상 실험을 통하여 구역 오류

를 보여 준다. Fig. 1에서 영상 (a)를 검은 부분과 밝은 부

분으로 나누어 진 2개의 클래스를 가진 고해상도 PAN

영상이라 하고 영상 (b)를 하나의 밴드에 대한 저해상도

관측 분광 영상이고 (a)의 PAN 영상을 사용하여 (b)의

영상을 PAN-sharpening을 했을 때 (c)의 고해상도 영상

이 생성된다고 하면 영상 (d)는 분광 오류를 수정한 분

광 조정 영상이다. (c)와 (d)의 영상을 비교해 보면 (d)의

영상에 저해상도 영상 (b)에 속한 화소들의 경계를 따라

구역 오류가 발생한다.

3. 비등방성 확산 구역 오류 수정

분광 조정에 의해 발생된 구역 오류는 비등방성 확산

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2가지 표현의 색인

형식을 사용한다. 2장에서 사용한 i( j )형식과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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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lock distortion.
(c) PAN-sharpened Image (d) Spectrally-adjusted Image

(b) 1 Band MS Image (3×3)(a) PAN Image (12×12)



영상의 색인 형식인 (i, j )이다. 영상 과정을 위한 비등방

성 확산 식은 8 개의 근접 이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

의될 수 있다:

                 Ii, j
t + 1 = I ti, j + β c dir

i, j dir I ti, j

                                     where
            dir = (N, S, E, W, NE, NW, SE, SW)              (2)

        N I ti, j = I ti, j _ I ti _ 1, j             NE I ti, j = I ti, j _ I ti _ 1, j + 1

        S I ti, j = I ti, j _ I ti + 1, j             NW I ti, j = I ti, j _ I ti _ 1, j _ 1

        E I ti, j = I ti, j _ I ti, j + 1             SE I ti, j = I ti, j _ I ti + 1, j + 1

        W I ti, j = I ti, j _ I ti1, j _ 1          SW I ti, j = I ti, j _ I ti + 1, j _ 1

식 (2)의 c dir
i, j는 (i, j )번째 화소의 dir방향의 전도 계수

(conduct coefficient)이며 It = {It
i, j}는 t번째 반복에서 추

정된 영상이다.

두 이웃 간의 PAN 분광 값의 차이가 적을수록 높은

전도 계수를 사용하면 비등방성 확산 반복은 PAN 영상

의 공간적 특성을 가지는 영상을 추정할 것이다. 구역

오류를 PAN 영상 P = {Pi, j}의 공간적 구조와 일치하도

록 제거 하기 위해서 전도 계수는 이웃 화소들 간의

PAN 분광 값 차이의 크기에 따라 반 비례하도록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cdir
i, j = ( )

                                     where                                      (3)

                    qdir
i, j = exp [ _ ( dir Pi, j)2]

식 (3)에서σ̃2
i, j는 (i, j )번째 화소와 이 화소를 중심으로

하는 8개의 근접 이웃들을 포함하는 9개의 화소들을 사

용하여 추정한MS의 추정 분산 값이다. 한 지점에서 분

산 값이 커지면 전도 계수는 이웃간의 PAN 분광 값의

차이에 덜 민감해 지고 분산 값이 적으면 PAN 분광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식 (2)와 (3)의 β와 η의 값이

주어지면 PAN-sharpened 영상의 분광 조정 영상 {
≈
B, 

≈
G,

≈
R,
≈
NIR}은 밴드 별로 구역 오류가 수정되어 {ˆ̂B, ˆ̂G, ˆ̂R,

ˆ̂NIR}가 생산된다. 주어진 상수 β는 추정에서 이웃 화

소들의 분광 값을 반영하는 가중치이고 η는 PAN 분광

값의 차이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낸다.

4. GSA PAN-sharpening

본 연구에서는 분광 오류와 구역 오류를 수정하기 전

초기 PAN-sharpening 방법으로 GSA (Aiazzi et al., 2007)

를 제안한다. GSA는 CS 기반의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

에 우수한 품질의 결과물을 생성한다. PAN 영상과 동

일한 공간 척도로 확장된 고해상도MS 영상 {~B, ~G, ~R,
~NIR}을 사용하여 합성 강도 영상을 위한 선형 식을 구

성할 수 있다:

         I = wB
~B + wG

~G + wR
~R + wNIR

~NIR + c           (4)

식 (4) 에서 PAN 영상을 종속변수의 관측 자료로 간

주하여 다중 회귀 분석을 통해 가중치가 추정된다:

                      = (X TX) _1 Pv

                                     where                                      (5)

             X = 

                        Pv = (P1, P2, …, P16n)T

식 (5)에서는 영상을 위해서 1차원 색인 형식을 사용

하고 있다. 가중치를 사용하여 합성 강도 자료를 추정

한다:

          Î = ŵB
~B + ŵG

~G + ŵR
~R + ŵNIR

~NIR + ĉ            (6)

GSA는 다음과 같이 PAN-sharpening을 수행하여 고

해상도 영상 {B̂, Ĝ, R̂, N̂IR}을 생성한다:

                                B̂i( j) = αB δi( j)

                                Ĝi( j) = αG δi( j)

                                R̂i( j) = αR δi( j)

                             N̂IRi( j) = αNIR δi( j)

                                     where                                      (7)

                              δi( j) = Pi( j)
_ Îi( j)

                       αB = Cov (~B, Î )/Var(Î )
                       αG = Cov (~G, Î )/Var(Î )
                       αR = Cov (~R, Î )/Var(Î )
                   αNIR = Cov (~NIR, Î )/Var(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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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1
B2

B16n

G1
G2


G16n

R1
R2

R16n

NIR1
NIR2


NIR16n

1
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1, No.6, 2015

–574–



GSA PAN-sharpening, 분광 조정, 비등방성 확산을 결

합한 과정을 GSA+AD 작업이라 할 것이다. Fig. 2는

GSA+AD 작업의 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5. 실험 및 평가

PAN-sharpening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의 품질에 대

한 정량적인 평가는 참조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와 안 하

는 경우로 제안되었다. 참조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 일

반적으로 3가지 평가 지수를 사용한다 (Vivone et al.,

2015): Spectral Angle Mapper (SAM), Erreur Relative

Globale Adimensionnelle de Synthése (ERGAS), Q4-index.

PAN 영상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MS의 참조 영상은 실

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Wald (1997)는 실험 영상의 공간

해상도를 인위적으로 저하시켜 PAN-sharpening을 수행

하여 얻은 결과로 PAN-sharpening 기법의 성능 평가를

하는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참조 영상을 사용하지 않

는 경우는 Quality with No Reference (QNR) (Alparone et al.,

2008)이 제안되었다:

                    QNR = (1 _ Dλ)a (1 _ DS)b                      (8)

Dλ와 DS는 각각 분광적 왜곡과 공간적 왜곡을 정량

화하는 값이고 a와 b는 가중 계수이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참조 영상 없이 PAN-sharpened 영상의 품질을 평

가하기 위해 분광 오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RMS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RMSE =                    (9)

                                     where

                    d2(I, Î ) = (Ii
_ )2

분광 조정 영상의 RMSE는 0이다.

PAN-sharpened 영상의 분광 오류를 개선시키기 위

해 제안된 방법을 평가하기 위한 첫 번째 실험은 미국

Los Angeles 지역에서 2014년 2월에 관측된 Dubaisat-2

영상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지역은 도시 외곽으로 창

고 건물들을 포함하고 있는 덜 밀집된 지역이다. Fig. 3

은 실험에 사용한 1024×1024 크기의 1 m급 PAN 영상

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관측MS 영상 자료에

대해GSA를 포함한 6개의 PAN-sharpening 방법들을 적

용하였다. 6개의 방법들은 Vivone et al. (2015)의 PAN-

sharpening 알고리즘 성능 비교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 준 CS 기반의 BDSD (Garzelli et al., 2008), GSA

(Aiazzi et al., 2007), PRACS (Choi et al., 2011)와 MRA 기

반의 ATWT (Vivone et al., 2014), MTF-GLP (Aiazzi et al.,

2002; Aiazzi et al., 2006), MTF-GLP-CBD (Aiazzi et al.,

2002; Aiazzi et al., 2006; Alparone et al., 2007)이다. 본 실험

에서는 관측MS 영상을 PAN 수준의 공간 척도로 확장

하기 위해 bicubic interpolation 사용하였다.

Table 1은 공간 해상도가 4분의 1로 저하된 64×64 크

기의Dubaisat-2 MS 영상과 256×256 크기의 PAN 영상

Σ d2(I, Î )
I = B, G, R, NIR 1

4n

n
Σ

i = 1

Σ16

j = 1 Îi( j)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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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utline of GSA+ AD.



을 사용하여 PAN-sharpening을 수행하였을 때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정량적인 품질 평가를 한 결과이다. Q4

지수의 최선 값은 1이고 다른 두 지수는 0이 최선 값이

다. 이 실험에서는 분광 수정을 하지 않은 6가지 PAN-

sharpening 방법 중 GSA가 세 지수에서 모두 최선의 결

과를 산출하였다. Table 2는 해상도가 저하된 영상에 다

양한 계수들을 사용하여GSA+AD 작업을 수행한 결과

를 보여 준다. Q4 지수는 β = 0.25이고 최대 반복 회수 nitr

= 5인 경우를 제외하고 η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씩 증가

한다. 그러나 모든 경우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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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ubaisat-2 1024ⅹ1024 panchromatic image of 1m spatial resolution observed at Los Angeles, USA on February, 2014 and
two sub-images.

Table 1. Comparative PAN-sharpening Results of Dubaisat-2
Image with Reduced Resolution

Quality
Method

Q4 SAM ERGAS

BDSD 0.946 1.563 1.857
GSA 0.957 1.434 1.574

PRACS 0.946 1.522 1.588
ATWT 0.953 1.455 1.680

MTF-GLP 0.955 1.457 1.684
MTF-GLP-CBD 0.951 1.489 1.818

GSA+AD1 0.961 1.327 1.474
GSA+AD2 0.957 1.344 1.585



지수 역시 계수나 반복 회수의 변화에 거의 반응하지 않

았다. ERGAS 지수는 (β = 0.25, nitr = 10)과 (β = 0.5, nitr

= 5)의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β = 0.25, nitr = 5)인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해 더 좋은 값을 가졌고 (β = 0.25,
nitr = 10)경우는 다소 나쁜 값을 가졌다. 대체적으로 적

은 반복 회수에서는 η가 적을수록 좋고 큰 반복 회수를

사용할 때는 η가 큰 편이 좋으나 너무 큰 값은 적절하지

않다. β는 적은 경우가 큰 경우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산

출했다. 본 실험에서 다른 PAN-sharpening기법과 비교

한 두 가지 GSA+AD 작업들은 모두 β = 0.25을 사용했

으며 GSA+AD1은 (η = 1.0, nitr = 5)를, GSA+AD2는 (η
= 3.0, nitr = 10)을 사용한 경우이다. Table 1에서 보듯

GSA + AD 작업들은 다른 PAN-sharpening 방법보다 향

상된 결과를 산출하거나 최소한 나쁘지 않은 결과를 산

출하였다 . Table 3과 4는 1024×1024 크기의 PAN-

sharpened Dubaisat-2 MS 영상들의 정량적 평가 결과를

보여 준다. Table 3에서 QNR의 최선 값은 1이며 본 실험

에서는 QNR을 구하기 위해서 a = b = 1을 사용하였다.

Table 4는 각 밴드 별 분광 오류 값을 포함하고 있다. 분

광 수정을 하지 않은 6가지 PAN-sharpening 방법 중에

서는 PRACS가 최선의 QNR과 RMSE를 산출하였다.

Table 5는 Table 2에서처럼 다양한 계수들을 사용하여

GSA + AD 작업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 준다. GSA+AD

작업은 반복 회수가 많은 경우, 큰 β를 사용했을 때, η가
적을수록 더 좋은 QNR 지수를 산출했다 RMSE는 반대

로 반복 회수가 적은 경우와 작은 β를 사용했을 때 더 좋

은 값을 갖고, 작은 β에서는 η가 적을수록 큰 β에서는 η
가 클수록 더 좋은 값을 가졌다. Table 3과 Table 4에 보

듯 GSA +AD 작업들은 QNR 지수를 향상시켰으며 특

히 다른 PAN-sharpening 결과에 비해서 괄목할 만 하게

분광 오류를 감소시켰다. Fig. 4는 Fig. 3에 표시된 지역

A와 B에 대한 PAN-sharpening 결과를 보여 준다. Fig. 4

에서 영상 (a)는 4 m급 관측MS 영상이고 영상 (b)와 (c)

는 정량적 평가에서 CS와MRA 방법 중 가장 최선의 결

과를 도출한 PRACS와 ATWT에 의해 각각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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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ative PAN-sharpening Results of Dubaisat-2
Image with Full Resolution

Quality
Method Dλ DS QNR

BDSD 0.058 0.067 0.879
GSA 0.062 0.074 0.868

PRACS 0.048 0.069 0.891
ATWT 0.071 0.075 0.860

MTF-GLP 0.074 0.071 0.860
MTF-GLP-CBD 0.076 0.072 0.857

GSA+AD1 0.040 0.041 0.920
GSA+AD2 0.045 0.044 0.913

Table 2. Comparative (GSA + AD) Results of Dubaisat-2
Image with Reduced Resolution

Q4

η
β = 0.25 β = 0.5

nitr = 5 nitr = 10 nitr = 5 nitr = 10
1.0 0.961 0.953 0.953 0.934
2.0 0.961 0.956 0.956 0.948
3.0 0.961 0.957 0.957 0.951
4.0 0.961 0.957 0.957 0.952
5.0 0.957 0.957 0.957 0.953

SAM

η
β = 0.25 β = 0.5

nitr = 5 nitr = 10 nitr = 5 nitr = 10
1.0 1.327 1.349 1.350 1.411
2.0 1.329 1.344 1.344 1.382
3.0 1.331 1.344 1.344 1.373
4.0 1.333 1.345 1.344 1.371
5.0 1.335 1.347 1.346 1.368

ERGAS

η
β = 0.25 β = 0.5

nitr = 5 nitr = 10 nitr = 5 nitr = 10
1.0 1.474 1.617 1.616 1.893
2.0 1.497 1.584 1.582 1.727
3.0 1.508 1.585 1.580 1.688
4.0 1.514 1.586 1.587 1.675
5.0 1.518 1.589 1.582 1.669

Table 4. Comparative PAN-sharpening Results of Dubaisat-2
Image with Full Resolution

Band
Method NIR R G B RMSE

BDSD 7.121 6.717 6.305 5.988 6.533
GSA 6.350 5.637 5.087 5.327 5.600

PRACS 5.185 4.548 3.971 3.328 4.258
ATWT 6.089 4.707 4.059 4.670 4.881

MTF-GLP 6.396 4.978 4.387 4.867 5.157
MTF-GLP-CBD 6.762 5.298 4.602 5.015 5.419

GSA+AD1 1.698 1.798 1.677 1.739 1.728
GSA+AD2 2.539 2.638 2.442 2.531 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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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s of pan-sharpening of Dubaisat-2 MS image observed at areas A (top) and B of Fig. 2: (a) Observed MS Image, (b)
PRACS, (c) ATWT, (d) GSA+AD1.

(a) (b) (c) (d)

Fig. 5.  Results of pan-sharpening of IKONOS MS image observed at area A of Fig. 6: (a) Observed MS image, (b) PRACS,
(c) ATWT, (d) GSA+AD1.

(a) (b) (c) (d)

Fig. 6.  Results of pan-sharpening of IKONOS image observed at small area in Fig. 7: (a) Observed MS Image, (b) PAN-scaled MS
Image, (c) GSA, (d) Spectrally-adjusted GSA, (e) PRACS, (f) ATWT, (g) GSA+AD1, (f) GSA+AD2.

(e) (f) (g) (h)

(a) (b) (c) (d)



sharpening을 수행한 결과이고 영상 (d)는 GSA+AD1의

결과이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으

나 시각적으로 세 방법의 결과들의 차이를 판별하기 힘

들다.

두 번째 실험에서 경기도 안양 도심 지역에서 2002년

3월에 관측된 IKONOS 영상 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7

은 실험에 사용된 2048×2048 크기의 1 m급 PAN 영상

을 보여 주고 있다. Table 6은 공간 해상도가 4분의 1로

저하된 크기의 영상 자료를 사용한 PAN-sharpening한

결과이다. 저하된 자료의 실험에서는 BDSD가 최선의

Q4와 SAM 지수 값을 산출하였으며 ERGAS 지수는

GSA를 적용하였을 때 최선이었다. GSA+AD 작업들은

최선은 아니었지만 평가에서 모두 평균 이상이었다.

Table 7과 Table 8은 2048 × 2048 크기의 PAN-sharpened

IKONOS MS 영상들의 정량적 평가 결과를 보여 준다.

Table 7에서 보듯QNR 지수는 PRACS가 최선이었으며

GSA+AD 작업들도 거의 최선에 가까웠다. 첫 번째 실

험에서처럼GSA+AD 작업들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분

광 오류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Fig. 5는 Fig. 7의 소 지역

A에 대한 PAN-sharpening 결과를 보여 준다 . PAN-

sharpening 결과 영상들을 비교하면 파란색 건물 오른쪽

의 그늘 진 주차장 부분에서 ATWT와 GSA+AD1가 결

과에서 번짐 현상을 보인 PRACS에 비해 작은 물체를

좀 더 명확히 나타낸다. Fig. 6은 Fig. 7의 소 지역 B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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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ative (GSA+AD) Results of Dubaisat-2 Image
with Full Resolution

η
β = 0.25

nitr = 5 nitr = 10
Dλ DS QNR DS Dλ QNR

1.0 0.040 0.041 0.920 0.037 0.028 0.936
2.0 0.044 0.047 0.911 0.043 0.041 0.918
3.0 0.045 0.049 0.908 0.045 0.044 0.913
4.0 0.046 0.049 0.907 0.046 0.046 0.911
5.0 0.046 0.050 0.907 0.046 0.046 0.910

η
β = 0.5

nitr = 5 nitr = 10
Dλ DS QNR DS Dλ QNR

1.0 0.037 0.025 0.940 0.033 0.011 0.957
2.0 0.043 0.039 0.919 0.042 0.030 0.929
3.0 0.045 0.043 0.914 0.045 0.038 0.919
4.0 0.046 0.045 0.912 0.046 0.041 0.915
5.0 0.046 0.045 0.911 0.046 0.042 0.913

RMSE

η
β = 0.25 β = 0.5

nitr = 5 nitr =10 nitr = 5 nitr =10
1.0 1.728 2.631 2.589 3.675
2.0 1.740 2.610 2.577 3.546
3.0 1.705 2.537 2.507 3.427
4.0 1.673 2.472 2.439 3.313
5.0 1.647 2.415 2.386 3.224

Table 6. Comparative PAN-sharpening Results of IKONOS
Image with Reduced Resolution

Quality
Method

Q4 SAM ERGAS

BDSD 0.922 3.717 3.181
GSA 0.918 3.945 3.114

PRACS 0.880 3.945 3.506
ATWT 0.905 4.233 3.492

MTF-GLP 0.910 4.201 3.411
MTF-GLP-CBD 0.916 3.876 3.373

GSA+AD1 0.910 3.929 3.274
GSA+AD2 0.912 3.864 3.261

Table 8. Comparative PAN-sharpening Results of IKONOS
Image with Full Resolution

Band
Method NIR R G B RMSE

BDSD 8.275 9.070 6.686 4.652 7.171
GSA 6.868 6.733 5.551 4.154 5.827

PRACS 6.077 5.214 3.956 3.063 4.578
ATWT 3.703 4.791 3.834 2.909 3.809

MTF-GLP 3.878 4.862 3.985 3.183 3.977
MTF-GLP-CBD 4.935 5.975 4.927 3.722 4.890

GSA+AD1 2.462 2.574 2.022 1.428 2.122
GSA+AD2 3.436 3.640 2.863 2.011 2.987

Table 7. Comparative PAN-sharpening Results of IKONOS
Image with Full Resolution

Quality
Method

Dλ DS QNR

BDSD 0.038 0.075 0.890
GSA 0.053 0.090 0.863

PRACS 0.024 0.059 0.919
ATWT 0.0631 0.080 0.862

MTF-GLP 0.067 0.082 0.857
MTF-GLP-CBD 0.071 0.085 0.850

GSA+AD1 0.034 0.054 0.914
GSA+AD2 0.039 0.058 0.905



한 PAN-sharpening 결과를 보여 준다. 영상 (a)는 4 m급

관측 MS 영상이고 영상 (b)는 bicubic interpolation을 사

용하여 PAN 수준의 공간 척도로 변환한 영상이고 영상

(c)는 GSA PAN-sharpening을 수행한 결과이고 영상 (d)

는 영상 (c)의 분광 조정 영상이다. 영상 (e) - (h)는 각각

PRACS, ATWT, GSA+AD1, GSA+AD2에 의해 PAN-

sharpened 영상들이다. GSA PAN-sharpened 영상 (c)와

비교하면 분광 조정 영상 (d)는 확연히 분광 조정에 의

한 구역 오류를 가지고 있다. Fig. 6에서 영상 (d) 와 영상

(g) 와 (h)를 비교하면 비등방성 확산 반복에 의해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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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KONOS 2048 ⅹ 2048 panchromatic image of 1m spatial resolution observed at Anyang, Korea on March, 2002 and two sub-
images.

Table 9. CPU Times for PAN-sharpening Algorithms
Size

Method
256×
256

512×
512

1024×
1024

2048×
2048

BDSD 0.828 1.313 3.469 8.438
GSA 0.078 0.469 1.719 6.125

PRACS 0.547 2.484 9.563 37.672
ATWT 0.281 2.094 8.000 34.047

MTF-GLP 0.516 1.766 5.969 21.375
MTF-GLP-CBD 0.563 1.594 5.703 21.344

GSA+AD1 0.461 1.869 7.337 28.394
GSA+AD2 0.685 2.957 10.266 43.592



오류가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량 평가에서는 반

복 수가 적은 GSA+AD1가 반복 수가 많은 GSA+AD2

보다 우수하였으나 시각적 평가에서는 GSA+AD2가

GSA+AD1보다 구역 오류 제거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영상 (e)와 다른 PAN-sharpening결과를 비교하면

PRACS의 결과는 Fig. 5에서 와 마찬가지로 물체 간의

구분이 다소 흐릿하다. 그리고 GSA+AD 작업은 영상

에서 noise를 완화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영상 (g)와

(h)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는 영상에서 물체 간의 구분을

시각적으로나 통계적 분석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한

다. GSA +AD 작업을 위한 β와 η값과 반복회수는 영상

에서 noise를 완화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위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GSA+AD 작업을 위한 β와 η값으로는

0.1과 0.3의 값을 추천하며 반복회수는 5에서 10회 사이

가 적절하다. Table 9는 영상 크기에 따른 이 논문에서

고려한 방법들의 연산 처리 속도를 담고 있다. 단순

GSA에 비해 GDA+AD 작업은 분광 왜곡을 상당히 완

화시키지만 약간의 계산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AN-sharpening에서 저해상도의 MS

영상을 PAN 영상 수준으로 고해상도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광 왜곡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

시된 방법은 관측 MS 영상을 PAN-sharpening을 한 후

PAN-sharpened 영상이 관측MS 영상과 일치하는 분광

적 특성을 가지도록 분광 조정을 실시 한다. 본 연구는

정량적 평가가 우수하고 계산적으로 효율적인 GSA를

분광 조정 전 PAN-sharpening 방법으로 제안한다. 분광

조정은 관측MS영상의 분광 특성을 왜곡시키는 오류를

제거시키나 PAN영상의 공간적 특성을 왜곡시키는 구

역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구역 오류는 PAN 영상

기반의 전도 계수를 사용하는 비등방성 확산을 사용하

여 효과적으로 제거된다. PAN-sharpening후 분광 조정

과 비등방성 확산을 수행하는GSA+AD 작업은 정량적

품질 평가에서 최선이었거나 최선에 가까운 수준의 결

과를 산출 했고 특히 분광 오류를 현저히 감소시킨다.

MS 영상 자료의 분광 특성을 사용하는 영상 분류와 같

은 분석에서는 분광 오류의 감소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서 매우 중요하다. 분광 조정과 비등방성 확산 작업은

PAN-sharpened 영상 자료를 시각적 분석뿐만 아니라

분광 특성을 사용하는 통계적 분석에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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