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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ynthetic Aperture Radar is able to provide images of wide coverage in day, night, and
all-weather conditions. Recently, as the SAR image resolution improves up to the sub-meter level, their
applications are rapidly expanding accordingly. Especiall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use of
geographic information of high resolution SAR images and the change detection will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technique for their applications. In this paper, an automatic threshold tracking and change
detection algorithm is proposed applicable to high-resolution SAR images. To detect changes within SAR
image, a reference image is generated using log-ratio operator and its amplitude distribution is estimated
through K-S test. Assuming SAR image has a non-gaussian amplitude distribution, a generalized
thresholding technique is applied using Kittler and Illingworth minimum-error estimation. Also, MoLC
parametric estimation method is adopted to improve the algorithm performance on rough ground target.
The implemented algorithm is tested and verified on the simulated SAR raw data. Then, it is applied to
the spaceborne high-resolution SAR images taken by Cosmo-Skymed and KOMPSAT-5 and the
performances are analyzed and com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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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위성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의 해상도가 개선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요가 증

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새로운 응용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화산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에 대한 예측이나 지형의 미세한 변화를 탐지하기 위한 용도로 SAR 영상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

다. 기존의 변화탐지 알고리즘을 고해상도 SAR 영상에 적용할 경우, 영상간의 기하학적 구조, 스펙클의 영

향 등으로 변화탐지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SAR 영상의 경우 지형적 특성에 따라 영상의 통계적 분

포가 다르므로 영상의 통계분포를 반영한 임계값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SAR 영상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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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10년 동안 세계 위성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왔

다. 과거에는 주로 광학 위성 영상의 비중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에 대한 수

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위성 영상을 이용한 변화탐

지 연구 분야에서는 지형의 미세한 변화를 탐지하고, 도

심지역의 빈번한 변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SAR 영상

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중·저해상

도의 SAR 위성의 한계로 인해 획득된 영상의 후방산란

값을 이용하여 변화탐지를 수행하거나, 경험식 기반의

모델로 밀밭의 토양 수분 변화를 탐지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Fusun Balik Sanli et al, 2008). 최근에는 TerraSAR-

X와 Cosmo-Skymed와 같이 1m급의 고해상도 SAR 영상

을 이용하여 과거 중·저해상도에서는 관측할 수 없었

던 미세한 물체 및 건물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게 되었

다. 특히, 도심지역에서는 신축 건물이나 재건축 또는

대규모 택지 개발 등으로 지역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

문에 신속한 변화탐지가 필요하다(Wang Biao, et al.,

2013). Francesca Bovolo et al.(2013)은 Cosmo-Skymed에

서 촬영한 고해상도 SAR 영상을 이용하여 변화를 탐지

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로그-비

(Log ratio) 연산을 통해 생성한 비교 영상을 다중 스케

일로 분류하고 통계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변화를

탐지하였다. 국내에서는 정규식생지수(NDVI)와 주성

분 분석(PCA)을 활용하여 차연산(Differential operation)

과 비연산(Ratio operation)으로 변화탐지를 수행하였다

(Choi et al., 2009). 또한Oh et al.(2010)는 위성 영상과GIS

를 함께 이용하여 낙동강 하구 지형의 변화를 탐지하였

고, Kim et al.(2011)은 초분광 영상에 기대최대화 알고리

즘과 교점 방법을 적용하여 무감독 변화탐지를 수행하

였다.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광학 영상 기반의 변화탐지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으며, SAR 영상을 이용한 변화

탐지 연구 사례는 미비한 편이었다. 국내 SAR 영상 연

구는 모두 해외 위성 영상에 의존함에 따라 원활한 연

구가 어려웠으나, 최근 다목적실용위성 5호가 성공적

으로 발사되어 운용됨에 따라 SAR 영상의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며, 이를 활용한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SAR 영상을 이용한 변화탐지 방법은 영

상의 강도(Amplitude) 값을 이용한다. 강도 값은 센서 및

지상의 구조적·유전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영상의

강도 값을 이용한 변화탐지는 영상간의 차 (Image

differencing) 연산자, 영상간의 비(Image Ratio) 연산자,

정보 이론 기반의 유사도 측정 방법, 산란 행렬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Carlo Marin, 2015). SAR 영상은 고유 특

성인 스펙클을 제거하더라도 일부 스펙클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Carlo Marin, 2015). 따라서 SAR 영상에

차 연산자를 적용할 경우에는 강도 값에 따라 오차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영상간의 비를 이용할 경우

에는 스펙클에 의한 오차가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준

값이 아닌 상대적인 값에 의해서만 변화를 탐지하기 때

문에 SAR 영상의 변화탐지에 적합하다.

이처럼 영상간의 상대적인 강도 비를 이용한 경우,

변화발생 여부를 구분하기 위한 임계값 설정이 매우 중

요하다. 임계값은 센서의 종류, 해상도, 고유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되며, 분석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따라 주관적

으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

는 표준 알고리즘의 구현이 필요하다. 변화탐지 임계값

설정 알고리즘은 영상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설

계될수있는데, 그중에서도Kittler and Illingworth (K&I)

기법은 보편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Moser and Serpico, 2006). 영상의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여 설계된 K&I 기법은 통계적 결정 이론

을 이용하여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임계값을 설정한

다. 그러나 SAR 영상의 통계 분포는 센서나 지형의 특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우시안 분포를 기반으

로한 K&I 기법은 SAR 영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가우시안 분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임계값

설정 알고리즘이 요구된다. Generalized K&I 기법은

K&I 기법을 발전시킨 형태로서 가우시안 분포 외에 대

수정규분포와 감마분포 등의 비가우시안 분포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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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분포특성을 반영하여 임계값을 이용하는 변화탐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시

험하기 위해 SAR 영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성능을 시험하고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Cosmo-Skymed

과 다목적실용위성-5 영상에 각각 적용하여 검증하고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다.



반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Kolmogorov-Smirnov (K-S)검증 기법

과 Method of Logarith-mic Cumulants (MoLC)기법으로

SAR 영상의 통계분포를 추정하고 모델링한다. K-S 검

증 기법은 모델링된 통계분포의 타당성을 수치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기법으로 K-L 거리 측정 기법이나 x2 매

칭 기법, Kuiper 기법과 같은 다양한 검증 기법들 중 하

나이다(Gao, 2010). 이 검증 기법은 기존 기법의 단점을

보완하여 실제 통계분포와 기준이 되는 누적 분포 함수

와의 오차를 추정하여 유사한 정도를 수치적으로 표현

한다. 또한 멜린 변환을 기반으로 한MoLC 기법은 통계

분포의 변수 추정을 위해 모멘트(Moment)와 큐뮬런트

(Cumulants)를 추정한다(Kittler and Illingworth, 1986). 두

과정을 통해 추정한 통계분포를 Generlaized K&I 기법

에 적용하여 SAR 영상의 변화를 탐지하기 위한 임계값

을 추정함으로써 변화탐지를 수행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반영하여 개발한 SAR 영상의 미

세변화탐지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SAR 영상 시뮬레이

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검

증된 알고리즘을 각각 Cosmo-Skymed와 다목적실용위

성 5호에서 획득된 실제 고해상도 SAR 영상에 적용하

여 변화 탐지성능을 분석하고 상호 비교한 결과를 제

시한다.

2. SAR 영상의 통계분포 모델링

SAR는 산란체로부터 반사된 마이크로파를 수신하

여 영상을 획득하는 시스템이다. 산란체에 입사된 마이

크로파는 반사나 회절 등의 현상을 반복하는데, 이 때

발생하게 되는 코히런트계 유동을 스펙클이라고 한다.

SAR에서 스펙클은 반드시 고려해야할 특성이며, 광학

영상의 잡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상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광학영상 기반의 변화탐지 알고리즘을 SAR 영

상에 적용할 경우, 이러한 스펙클 특성이 고려되도록 보

정되어야 한다.

영상 신호의 크기 변화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서 영상 픽셀 값의 크기 차(Difference)를 추출하는 방법

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SAR 영상간의 변화를 차 연

산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스펙클 특성 때문에 오류가 발

생하거나 변화탐지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영상

의 상대적인 강도 값 변화에 따라 통계적인 분포가 달

Change detection algorithm based on amplitude statistical distribution for high resolution SA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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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AR Images and Statistical Distributions.



라지므로 이로 인한 변화 탐지 오차가 증가하게 된다.

대부분의 스펙클은 가우스 통계 분포를 따르게 되는

데, 보통 1개의 분해능 내에 5~8개의 불규칙한 산란체

가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분해능 내에 산란요소가 4~5

개 이하일 경우에는 가우스 통계 분포로 표현할 수 없

으며,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나 웨이블

분포(Weibull Distribution) 등의 비가우시안 통계적 분포

특성을 따른다(양찬수, 2010). Fig. 1은 스펙클의 영향으

로 바다, 농촌, 도심 지형의 산란 특성에 따라 다르게 표

현되는 SAR 영상의 통계분포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는 스펙클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Ratio) 연

산을 이용하여 영상의 변화를 표현하고, SAR 영상의 지

형 및 산란특성에 따른 통계분포 특성을 반영한 변화탐

지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 로그-비(Log-ratio) 비교 영상

두 영상의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교 영상

을 생성해야 한다. 영상간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는 영상 픽셀 값의 크기 차를 비교하는 방법과 비(Ratio)

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 차

(Difference) 연산자를 이용한 기법은 두 영상의 상대적

인 강도 값 또는 센서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 강도 값의

차이에 따라 통계적인 분포가 달라진다. SAR 영상의 경

우 완벽한 스펙클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차 연사자의 오

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존재한다. 반면, 비 연산

자를 이용한 기법은 스펙클에 의한 오차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두 영상간의 상대적인 변화에 의해서만 영상의

분포가 설정되므로 SAR 영상 분석에 적합하다. 예를 들

어 감마분포 특성이 가정된 SAR 강도영상의 분포는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I / <I >) =  exp {_ }           (1)

       p(d / <I0>, <I1>) =

             
× · dN _ 1 _ j [ ] j

       

(2)

  p(d / <I0>, <I1>) =    (3)

N은 Equivalent Number of Looks로 SAR 영 상 의

mutilook 처리 과정에서 적용된 Look 개수를 의미하고,

I는 영상의 강도값을 나타내며, <I>는 평균 강도값을

의미한다. I0와 I1는 각각 다른 시기에 촬영된 영상의 강

도이며 차 연산(d = I1 _ I0)과 비 연산(r = I1/I0)을 통해

생성된 비교영상의 분포 특성은 식 (2)와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Rignot and Zyl, 1993). 비 연산을 이용할

경우 비교영상의 분포 특성은 영상의 평균 강도값의 비

(<I1>/<I0>)에만 의존하게 되며 차 연산을 이용한 비교

영상 분포특성은 영상 강도값의 비 뿐만아니라 각 영상

의 강도 값(<I1>, <I0>)에도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차 연산을 이용한 변화탐지가 수행될 경

우 스펙클에 의한 오차가 존재하고, 영상 내 강도가 높

은 지역과 낮은 지역간 탐지 성능에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비 영상은 로그 스케일로 변환하여, 변화의 발생 여

부를 픽셀 값의 대칭적 분포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로그-비 연산자를 이용한 로그-비 감소영상과

로그-비 증가영상을 생성하여 영상간의 감소변화와 증

가변화를 탐지한다.

2) Kolmogorov-Smirnov (K-S) 통계분포 검증 기법

SAR 영상은 스펙클에 의한 영향으로 지형에 따라 다

른 통계 분포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영상의 분포특성

을 추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델링된 통계

분포의 타당성을 수치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기

법들이 연구되어왔으며, K-L 거리 측정 기법, Akaike

information criteria (AIC) 기법, Kolmogorov-Smirnov (K-

S) 기법, x2매칭 기법, Kuiper 기법, D’Agostino-Pearson

기법 등이 있다(Gao, 2010). x2매칭 기법은 두 불연속 변

수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실제 데

이터와 예상된 데이터의 오차를 추정하여 유사정도를

수치적으로 표현한다. x2매칭 기법은 불연속 변수를 추

정하므로 선택 값에 따라 유사정도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K-S 기법은 영상의 통계기법을 추정하는 기법으

로 x2매칭 기법의 단점을 보완한다. 이 기법은 실제 분

포와 모델링된 누적 분포 함수간 오차를 추정하고, 유

사한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다. 이는 식(4), (5)와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NNIN _ 1

<I>N(N _ 1)
NI

<I>

NN

(N _ 1)!
exp {_ }

(<I0> + <I1>)N

N _ 1

Σ
j = 0

(N _ 1 + j)!
j!(N _ 1 _ j)!

<I0> <I1>
N(<I0> + <I1>)

2(N _ 1)!
(N _ 1)!2

(<I0>/<I1>N)rN _1

((<I0>/<I1>) + r)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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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 = |Fn(x) _ F(x)|                             (4)

                            Fn = IXi ≤ x                              (5)

Fn은 실제 분포를 나타내며, F는 모델링된 누적 분포

함수를 의미한다. IXi ≤ x는 지표 함수로, Xi ≤ x의 경우 I

= 1, 그렇지 않은 경우 I = 0을 나타낸다. K-S 기법을 적

용하여 SAR 영상의 통계적 모델을 추정하는 기법은

Greco(2007)와 Devore and O’Sullivan(2011)의 연구에서

수행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대수정규분포와 웨이블

분포를 이용하여 비교영상의 통계분포를 추정한다.

3) Moment of Logarithmic Cumulants (MoLC) 변수
추정기법

영상의 통계 분포를 모델링하기 위해 통계분포의 변

수 추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통계분포의 변수를 추정하

기위한기법으로는Maximum of Likelihood (ML),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 (MAP), Method of Moments

(MoM), Moment and Log-Cumulants (MoLC) 기법 등이

있다. ML 기법은 통계분포의 값을 추정하는데 사용되

며MAP 기법은ML 기법과 유사하지만, 사전확률을 고

려하여 값을 추정한다. MoM 기법은 라플라스 변환을

통하여 이론적 모멘트를 해당 변수에 적용하는 기법이

다. MoM 기법은ML 기법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실시간

변수 추정이 가능하지만 잡음의 영향을 받고 시스템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MoLC 기법은 멜린 변환을 이용하

여 모멘트(Moment)와 큐뮬런트(Cumulants)를 추정한

다. MoLC 기법은 임의의 양수를 이용하여 통계분포의

변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멜린 변환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변수추정이 가능하다(Nicolas and Anfinsen,

2002). 또한ML, MoM 기법에 비해 구현이 간단하며 변

수의 추정이 용이하다. 이 기법은 SAR 기반의 변수 모

델에 적합하도록 발전되어 왔으며, 감마분포(Gamma

Distribution), 웨이블분포(Weibull Distribution), 대수정

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등과 같이 SAR 영상의

분포모델에도 활용할 수 있음이 수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Devore and O’Sullivan, 2001). 본 연구에서는 큐뮬

런트에 기반하여 영상 특성 변수를 구별하였다. MoLC

기법을 통한 1차, 2차 로그 큐물런트는 다음 식 (6)와 같

이 표현된다.

           ψx(s) = log(Φx (s)) = log(M[px(u)](s)),

                       kx(n) =                                      
(6)

Φx는 1차 특성(First Characteristic)함수로 변수 x에

대한 확률분포함수(px(u))의 멜린변환을 의미하며 2차

특성(Second Characteristic 함수(ψx))를 이용하여 n차 로

그 큐물런트(kx(n))을 계산할 수 있다. 영상의 히스토그

램(h(r))은 평균(E)과 분산(Var)을 이용하여 1차, 2차 큐

물런트 추정이 가능하며 식 (7)와 같이 표현된다(참고

문헌).

                   k1i = E{ln(r)} =  ,                     

(7)

              k2i = Var{ln(r)} = _ k2
1i

위MoLC 변수들은 영상의 통계 분포에 따라 달라지

며 이에 대해서는Krylov et al.(2011)에서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 강도의 통계 분포 분석을 수행한 후

이에 대응하는MoLC 특성 변수를 추정하였다.

3. 다중 통계 분포를 갖는 영상에서의 임계

값 설정

1) Kittler and Illingworth (K&I) 기법

Kittler and Illingworth (K&I) 기법은 클래스 분류의 오

차 확률을 최소화하는 임계값을 도출하는 기법으로 가

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영상에 최적화된 기법이다. N개

의 값으로 이루어진 영상은 I= {z1, z2, …, zN}으로 나타

내며, K&I 기법에서는 영상의 통계분포가 평균 mi와 분

산 σ2i로 이루어진 N(mi, σ2i )의 가우시안 모델로 구성되

어 있다고 가정된다. 이 기법은 비용함수(Cost function)

의 최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수행되며, 최적의 임계값은

식 (8)으로 표현되는 평가 함수(Criterion function) J(T)를

최소화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다(Moser and Serpico,

2006). 여기서 c(z, T )는 비용함수를 의미한다.

영상의 히스토그램은 h(z )로 나타내며, 이때 는 픽셀

의 강도 값을 의미한다. 영상을 두 클래스로 구분할 경

우 클래스 별로 두 개의 확률밀도함수가 존재하며 각각

1
n

n

Σ
i = 1

dnψx(s)
dsn

s = 1

Σh(r)ln(r)
Σh(r)

Σh(r)ln(r)
Σ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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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건부확률 p(z|i )로 표현한다. 모든 픽셀을 두 클래

스로 구분한 다음, 조건부확률과 사전확률로 각 픽셀의

변수 값을 설정한다. 가우시안 분포의 경우, 변수는 평

균(식 (10))과 분산(식 (11))이며, 사전확률 Pi(식 (9)), 평

균, 분산, 조건부확률은 설정된 임계값(T )에 의해 결정

된다.

                          J(τ) = h(z)c(z, τ)                           (8)

                              Pi(T) = h(z)                                (9)

                            mi(T ) =                            (10)

                   σ2
i(T ) =                    (11)

             c(z, T) = _ {ln(Pi(T )) + ln( p(i|T ))}            (12)

i = 1: a = 0, b = T
i = 2: a = T + 1, b = T

식 (8) ~ (12)을 이용하면 평가 함수 는 식 (13)로 표현

할 수 있다.

   J(T ) = 1 + 2[P1(T )ln(σ1(T )) + P2(T )ln(σ2(T ))]
_ 2[P1(T )ln(P1(T )) + P2(T )ln(P2(T ))]      (13)

비교영상을 이 기법에 적용하면 변화탐지를 위한 최

적의 임계값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SAR 영상은 지

역에 따라 분포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 단순히 가우시안

분포로 영상특성을 가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SAR 영상의 변화탐지를 위해 다양한

통계분포특성 반영이 가능한 Generalized K&I 기법을

적용하였다.

2) Generalized Kittler and Illingworth (Generalized
K&I) 기법

고해상도 SAR 영상의 경우 지형별로 다양한 통계

분포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가우시안 분포만을 가정

하여 영상의 임계값을 도출하는 K&I 기법은 부적합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변화탐지 알고리즘에

서는 영상의 통계분포에 따른 임계값 설정 기법으로

Generalized Kittler and Illingworth (Generalized K&I;

GKIT)기법을 적용하였다. GKIT 적용을 위해서는 영

상에 대응하는 통계 분포 함수를 추정하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수정규분포 및 웨이블분

포를 우선적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1) 대수정규 분포 Generalized K&I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대수정규분포로 가정될 경우,

픽셀 강도에 대한 로그함수는 가우시안 분포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대수정규분포는 비교영상 히스토그램

의 로그연산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확률밀도함수는 식

(14)로 표현될 수 있다(Moser and Serpico, 2006).

         pi (r|k1i, k2i) =  exp [_ ]         (14)

k1i, k2i는 MoLC 기법에서 추정된 1차 2차 로그 큐뮬

런트를 의미하며, 대수정규분포의 모델링에 이용된다.

대수정규분포 Generalized K&I의 평가함수는 식 (15)으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K&I 기법과 유사한 형태임

을 확인할 수 있다.

                      J(T ) = Pi(lnk2i
_ lnPi)                     (15)

(2) 웨이블 분포 Generalized K&I

영상의 분포 특성이 웨이블 분포로 추정될 경우 영상

강도의 확률밀도함수는 식(16)와 같이 표현된다. 서로

다른 시기에 획득된 영상에서 각각의 강도 값은 서로 독

립된 변수이며 웨이블 함수의 기울기(모양 변수)는 같

다고 가정하였다(Moser and Serpico, 2006).

                   pi (r|ηi, λi) = ηi, λi
ηi                    (16)

ηi , λi는 임의의 양수로 웨이블 분포의 변수이다 .

MoLC 기법을 이용하여 추정된 1차, 2차 로그 큐물런트

를 이용하면 웨이블 분포의 두 변수를 추정할 수 있다.

식 (17)의 k1i, k2i 는 추정된 1차 2차 로그 큐물런트 값을

나타내며 Ψ(1, 1)은 1차 폴리-감마 함수를 나타낸다.

                k1i = ln λi,        k2i =                    (17)

모델링된 웨이블 분포함수는 Genearlized K&I 기법

의 평가함수에 적용된다.

Z

Σ
z = 0

b

Σ
a

b            b

Σ h(z)z
a                 a

Pi(T)

b                                       b

Σ h(z)(z _ m(T ))2
a                                                a

Pi(T)

2

Σ
i = 0

r ηi 
_1

λi
ηi + r ηi

2Ψ(1, 1)
η2

i

1
r 2πk2i

(lnr _ k1i)
2k2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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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포 기반 변화탐지 알고리즘

Fig. 2는 서로 다른 시기에 획득한 두 고해상도 SAR

강도(Amplitude) 영상간의 변화가 발생한 부분을 탐지

하는 알고리즘의 구현 흐름도를 보여준다. SAR는 지상

의 기하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영상 왜곡이 발생하므로

두 영상간의 변화를 탐지하기 이전에 사전처리과정으

로 영상간의 기하보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기하보정은

센서의 궤도 및 지형 특성으로 인한 왜곡을 보정하기 위

해, 지상 기준점을 선정하고 대응점을 찾는 방식으로 수

행된다.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헤이시안 검출기, 가우시

안 검출기, 헤리스 코너 검출기,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FT), Speed Up Robust Feature (SURF) 알고

리즘(H.Bay, 2006) 등이 있다. 특히, SURF는 기존의 연산

자에 비해 대응점 검출 속도가 빠르고 효율성이 높아 실

시간 변화 탐지 활용에 유리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

처리 과정으로 위성 SAR 영상의 기하학적 특성을 보정

하기 위해 SURF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SAR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Random Sample Consensus (RANSAC)

을 이용하여 대응점을 선정한 후, 공간 변환(Spatial

Transformation)을 통해 기하보정을 수행하였다(Ah-

Leum Kim, 2014).

SAR 영상의 스펙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로그-비

연산기법을 이용하여 로그-비 증가영상과 로그-비 감소

영상을 생성하고, 각각의 임계값을 설정하였다. 로그-

비 비교영상의 통계분포 추정은 2장에서 제시한

Kolmogorov-Smirnov (K-S) 기법으로 수행되며, 추정된

분포를 기반으로 3장에서 제시한Generalized Kittler and

Illingworth (Generalized K&I) 기법을 적용하여 임계값

을 설정한다. 영상에서 임계값 이상의 변화가 발생한 픽

셀의 위치를 나타냄으로서 변화탐지 결과를 제시한다.

변화탐지의성능분석은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을 이용한다. ROC 곡선은 임계값에 따른 오

탐지 확률 대비 탐지 확률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본 논

문에서는 제안한 변화탐지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

기 위해 영상간의 상관도를 계산하여 영상 내 변화지역

과 미변화지역을 추출하였으며 ROC 곡선 산출에 이용

하였다. ROC 곡선 산출을 위해서는 변화 발생 및 미발

생 지역에 대한 기준값이 있어야하는데, 본 논문의 영

상에서는 지상 보정값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동으로

각각의 기준 영역을 지정하였다. 이를 위해 육안으로 변

화 발생 여부를 선별한 후 각 영역에 대한 영상 상관도

를 추출하였다. 상대적으로 상관도가 낮은 지역은 변화

가 발생한 지역으로, 높은 지역은 변화가 발생하지 않

은 지역으로 분석될 수 있다. ROC 곡선 분석 수행시, 임

계값 추정 결과에 따른 변화탐지 결과 영상을 활용하여

추출된 변화 영역을 binary image로 생성하였다. 변화 발

생지역으로 선별된 영역과 변화로 탐지된 영역간의 비

로 탐지확률을 계산하였고, 미변화지역에서 변화로 탐

지된 영역의 비로 오탐지 확률을 표현하였다.

1) 모의실험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모의실험을 수행

하였다. 감마 분포, 대수정규분포, 웨이블 분포 중 임의

의 분포를 적용하여 Radar Cross Section (RCS)가 다른 5

개의 건물을 모델링하여 모의실험을 위한 SAR 원시 영

상을 생성하였다. Fig. 3에서 좌측 상단과 우측 상단의

건물만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도록 영상을 설

정하였다.

단순 로그-비 연산자를 적용하여 생성된 비교 영상

은 Fig. 4의 (a)와 같다. Fig. 4의 (b)는K-S 기법을 통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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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posed SAR Change Detection Algorithm.



교 영상의 분포와 유사한 분포함수를 추정한 결과이다.

분포함수 분석 결과, 생성된 실험 영상은 웨이블분포에

비해 대수정규분포가 더욱 부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변화탐지를 수행하기에 앞서 Generalized K&I

기법을 적용하여 0.4413[0,1]의 임계값을 설정하였고, 최

종 변화탐지 결과는 Fig. 4의 (c)이다. Fig. 4(a)에서의 결

과와 비교해 볼 때, 임계값 추정에 의한 변화 탐지 방식

이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정확하게 변화발생 구간을 추

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의 분포나 센서의

특성에 따라 추정된 통계분포 또는 임계값은 매번 달라

질 수 있으며, 실제 SAR 영상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

석하였다.

2) Cosmo-Skymed 영상을 이용한 변화탐지 수행

구현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Cosmo-

SkyMed (CSK)의 Single-Look Complex (SLC) 영상에 제

안된 변화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Cosmo-SkyMed

위성은 Table. 1과 같이X-밴드를 이용한 SAR 탑재 위성

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3m x 3m 해상도의 영상의 일부

를 실험 영상으로 이용하였다(Table. 2). Fig. 5는 실험이

수행된 영상으로 서해안 주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2011년 7월 24일과 1년 후인 2012년 7월 26일에 촬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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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imulated SAR Image.
(a) Test Image 1 (b) Test Image 2

Fig. 4. (a) Log-ratio comparison Image (b) K-S Test (c) Change Detection Map.
(b)

(a)

(c)



었으며, 사전처리과정으로 SURF 알고리즘 기반의 기

하보정 및 정합이 수행되었다.

Fig. 6은 로그-비 연산을 통해 생성된 비교 영상이다.

영상간의 감소변화와 증가변화를 구분하여 탐지하기

위해 로그-비 감소영상과 로그-비 증가영상으로 나누어

비교영상을 생성하였다.

Fig. 7은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한 통계분포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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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Log-ratio Decrease Image (b) Log-ratio Increase Image.
(a) (b)

Fig. 5. Cosmo-SkyMed SAR Image.
(a) 2011.07.24. (b) 2012.07.26.

Table 1. System parameters of Cosmo-SkyMed satellite
Cosmo-SkyMed

Nation Italy
Frequency 9.6 GHz (X-band)

Incident angle 20˚ ~ 59˚
Repeat cycle 16 (1, 7, 8) days
Polarization HH, VV, HV, VH

Resolution

Spotlight 1 m (10 km × 10 km)

StripMap
HIMAGE, 3m (40 km × 40 km)
Ping Pong, 15 m (30 km × 30 km)

ScanSAR
Wide region, 30 m (100 km × 100 km)
Huge region, 100 m (200 km × 200 km)

Table 2. Dataset in Cosmo-SkyMed satellite
Dataset

Mode Stripmap mode
Spatial Resolution 3 m

Polarization HH
Incident angle 40

Pass Ascending
Look side Right

Acquisition time 2011-07-24, 2012-07-26



이다. 실제 영상의 분포와 추정된 분포간의 유사정도는

2장에서 제시한 K-S 검증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Table 3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 로그-비 감소 영상과 로

그-비 증가 영상 모두 대수정규분포와 유사함을 확인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 제시한Generalized K&I

기법에 적용하였다.

Table 4는 Generalized K&I 기법 수행결과이다. 추정

된 통계분포를 이용하여 평가함수의 최소값을 만족하

는 임계값을 도출하였다. Fig. 8은 로그-비 감소영상과

로그-비 증가영상의 평가함수와 도출된 임계값을 나타

낸다. K-S기법으로 검증된 대수정규분포를 적용하는

경우 로그 -비 감소 영상의 임계값이 167[0,255]와

0.6523[0,1]로 도출되었으며, 로그-비 증가 영상의 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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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K-S Test of Log-ratio increase image.

Fig. 8. Criterion function of Log-ratio increase image.

Table 3. Cosmo-SkyMed Distribution Estimation using K-S Test
Log-normalDistribution WeibullDistribution Decision

Log-ratio Decrease Image 0.0646 0.0785 Log-normal
Log-ratio Increase Image 0.0715 0.0757 Log-normal

Table 4.  Computed Threshold value using Log-normal distribution
K&I Algorithm

Threshold [0,255] Threshold [0,1]
Log-ratio Decrease Image 167 0.6523
Log-ratio Increase Image 168 0.6563



값은 168[0,255]와 0.6563[0,1]로 도출되었다.

Generalized K&I를 통해 도출된 임계값을 이용하여

생성된 변화탐지 결과는 Fig. 9와 같다. 감소변화가 탐

지된 부분은 Fig. 9(a)에서 빨간색, 증가변화가 탐지된 부

분은 Fig. 9(b)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생성된 변화탐지 지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을 이용하

여 제안한 알고리즘의 변화탐지 성능을 분석하였다.

Fig. 10은 로그-비 영상을 이용하여 생성한 변화탐지 지

도의 성능을 나타낸다. (a)는 임계값에 따른 오탐지 확

률을 나타내고, (b)는 오탐지확률 대비 탐지확률을 나타

내는 ROC 곡선이다. 영상 간 감소변화의 경우 임계값

은 0.6523[0,1]이며, 이에 따라 71.89%의 탐지확률을 보

인다. 또한 증가변화의 경우 임계값은 0.6563[0,1]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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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smo-SkyMed image based Change detection Map.

(b) Increase part of change detection map

(a) Decrease part of change detection map



이에 따라 77.87%의 탐지확률을 보였다. 증가변화의 경

우 영상의 강도값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스펙클의

영향이 감소하고, 오차가 줄어들어 우수한 탐지확률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다목적실용위성 5호 영상을 이용한 변화탐지 수행

최근 국내에서도 SAR 센서를 탑재한 다목적실용위

성 5호가 발사되어 운용중이며, 이에 따라 SAR 영상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다목적실용위성 5호에서 관측한 실제 SAR 영상을

이용하여 제안한 변화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그 결

과를 분석함으로써 다목적실용위성 5호에서 획득한

SAR 영상의 변화탐지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

문에서 사용된 다목적실용위성 5호 영상은 X-밴드를

이용하며, 러시아와 캐나다를 관측한 영상이다(Table

5). 러시아 지역 영상은 2014년 5월 30일과 2014년 7월

24일에 관측한 고해상도 모드의 영상이며, 캐나다 지역

영상은 2014년 5월 11일과 같은 해인 2014년 5월 30일에

관측한 스트립맵 모드 영상이다(Table 6). Fig. 11은

SURF 알고리즘 기반의 기하보정과 정합을 수행한 사

전처리 영상이다.

Fig. 12는 로그-비 연산자를 이용하여 생성된 비교영

상이며 Table 6은 제안한 변화탐지 알고리즘의 임계값

추정 결과를 나타낸다. K-S 기법을 통하여 비교영상의

통계분포를 추정하였고, Generalized K&I 기법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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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hange detection map(Cosmo-SkyMed) performance (a) Probability of False alarm rate vs. Threshold value (b) ROC Curve.
(a) (b)

Table 5. System parameters of KOMPSAT-5 satellite
KOMPSAT-5

Nation Korea
Frequency 9.66 GHz (X-band)

Incident angle 20˚ ~ 55˚
Repeat cycle 28 days
Polarization HH, VV, HV, VH

Resolution
Spotlight 1 m (5 km × 5 km)
StripMap 3 m (30 km × 30 km)
ScanSAR 20 m (100 km × 100 km)

Table 6. Dataset in KOMPSAT-5 satellite
Dataset

Mode Spotlight mode Stripmap mode
Spatial Resolution 1 m 3 m

Polarization HH HV, VH
Incident angle 45 59.7

Pass Ascending Ascending
Look side Right Right

Acquisition time 2014-05-30, 2014-07-24 2014-05-11, 2014-05-30



하여 임계값을 도출하였다.

로그-비 감소영상은 웨이블 분포로 통계분포가 추정

되었으며, 로그-비 증가영상은 대수정규분포로 추정되

었다. Generalized K&I 기법 적용 결과, 로그-비 감소영

상의 임계값은 0.6719[0,1]로 도출되었고, 로그-비 증가

영상의 경우에는 0.7227[0,1]로 도출되었다. Fig. 14는 임

계값 도출 결과를 이용하여 생성된 변화탐지 지도이다.

구현된 변화탐지 지도를 통해 2개월의 시차동안 발

생한 도심지역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포착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복잡한 도심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오탐지 영

역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Fig. 15은 다목적실용위성

5호 영상으로 생성된 변화탐지 지도의 성능을 수치적

으로 표현한 ROC 그래프이다. 로그-비 감소영상을 이

용한 변화탐지 지도의 경우 임계값이 0.6719[0,1]이며,

이에 따라 63.73%의 탐지확률을 보인다. 또한 로그-비

증가영상을 이용한 경우 임계값이 0.7227[0,1]이며, 이에

따라 65.27%의 탐지확률을 보인다. 이는 앞서 제시했던

Cosmo-Skymed 영상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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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KOMPSAT-5 SAR Images.
(a) 2014.05.30. (b) 2014.07.24.

Fig. 12. KOMPSAT-5 Compared Images.
(a) Log-ratio Decrease Image (b) Log-ratio Increase Image

Table 7.  KOMPSAT-5 Threshold Estimation using K-S TEST & Generalized K&I

Distribution Threshold [0,1]
Log-ratio Decrease Image Weibull Distribution 0.6719
Log-ratio Increase Image Log-normal Distribution 0.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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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KOMPSAT-5 Change detection Map.

(b) Increase part of change detection map

(a) Decrease part of change detection map

Fig. 15. Change detection map(KOMPSAT-5 Image) performance (a) Probability of False alarm rate vs. Threshold, (b) ROC Curve.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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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KOMPSAT-5 SAR Images after improved processing.
(a) 2014.05.11. (b) 2014.05.31.

Fig. 17. Adjusted KOMPSAT-5 Change detection Map.
(b) Increase part of change detection map

(a) Decrease part of change detection map

Table 8. Adjusted KOMPSAT-5 SAR Image Threshold Estimation using K-S TEST & Generalized K&I

Distribution Threshold [0,1]
Log-ratio Decrease Image Weibull Distribution 0.7852
Log-ratio Increase Image Log-normal Distribution 0.8633



있다.

최근 다목적실용위성 5호 SAR 영상의 상용화를 목

적으로 신호처리 알고리즘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영상

품질 개선작업이 수행되었다. Fig. 16은 2014년 5월 11일

과 2014년 5월 31에 다목적 실용위성 5호로 촬영된 캐나

다 지역 영상으로서 기존 영상에 비해 신호 처리 알고

리즘이 개선되어 영상의 선명도가 향상되었다. 이 영상

에 앞서 수행한 변화탐지 기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결

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8은 제안된 알고리즘의 통계분포 추정과 임계

값 도출 결과를 나타내며, Fig. 17은 도출된 임계값을 이

용한 변화탐지 결과이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변화

지역뿐만 아니라, 미세한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 또한 탐

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성능분석 결과, 67.12%의 감소

변화 탐지확률과 76.11%의 증가변화 탐지확률이 측정

되었다. 이는 2014년 촬영된 영상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

결과로서 Cosmo-SkyMed 영상과 같이 이미 상용화된

위성 SAR 영상에 비견할만한 탐지성능을 보여주고 있

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다목적실용위성 5호 SAR

영상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서

우수한 수준의 변화탐지 지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영상의 촬영 대상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영상 획득 및 추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성의 획득 모드 및

지형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분포 특성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AR 영상의 통계분포 특성을 반영하

는 변화탐지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이를Cosmo-SkyMed

위성과 다목적실용위성 5호의 고해상도 SAR 영상에 적

용하였다. 스펙클에 의한 탐지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그-비 연산을 이용하였으며, 증가변화와 감소변

화를 구분하여 탐지하기 위해 로그-비 감소 영상과 로

그-비 증가영상으로 나누어 비교영상을 생성하였다.

SAR 영상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감마, 웨이블, 대수정

규분포 등의 비가우시안 분포 특성을 지닐 수 있다. 따

라서 K-S 검증기법을 통해 영상의 통계적 분포를 추정

하고, 임계값 추정 기법에 반영하였다. 또한 통계적 분

포 추정 실험을 통해 SAR 영상에 따라 유사한 통계분포

가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상의 임계값을 추정

하는 기존 K&I 기법은 영상의 분포를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하여 수행되므로 SAR 영상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변화탐지 알고리즘에서는 비가우시

안 분포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Generalized K&I 기법을

적 용 하 였 다 . K-S 기 법 으 로 검 증 된 통 계 분 포 를

Generalized K&I 기법에 적용하여 임계값을 도출하였

으며, 이를 이용하여 변화탐지 지도를 생성하였다. 변화

탐지 지도의 탐지성능은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ROC 곡선을 이용한

성능분석 결과, Cosmo-SkyMed 영상과 다목적실용위성

5호 영상 모두 약 60%~80% 정도의 탐지확률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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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hange detection map(Improved KOMPSAT-5 Image) performance.
(a) Probability of False alarm rate vs. Threshold (b) ROC Curve



였다. 특히, 선명도가 향상된 다목적실용위성 5호 영상

을 이용한 경우에는 탐지성능이 개선되어 Cosmo-

SkyMed 영상을 이용한 변화탐지와 유사한 성능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목적실용위성 5호 영상의 활

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화탐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AR 영상은 같

은 지역이더라도 영상획득 구조와 신호 특성 등의 시스

템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영상이 획득되므로 강도

데이터만을 이용한 변화탐지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더 나은 성능의 변화탐지를 위해서는

더욱 정확한 영상 정합 연구를 통해 영상 간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

상의 미세한 변화도 탐지할 수 있도록 SAR 영상의

Phase 성 분 을 함 께 활 용 하 는 Coherence Change

Detection (CCD) 기법과 같은 변화탐지 연구가 추가되

어야 할 것이다.

현재 SAR 영상의 해상도가 개선됨에 따라 영상의 미

세 변화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SAR 영상의 변화탐지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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