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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방사 정규화를 이용한 다시기 적외 위성영상의 변화탐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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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KOMPSAT-3A satellite acquires high-resolution MWIR images twice a day compared
to conventional Earth observing satellites. New radiometric information of Earth’s surface can be provided
due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existing SWIR images or TIR images. In this study, the difference
image of multitemporal images was generated and compared with existing infrared image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KOMPSAT-3A MWIR satellite images. A co-registration was performed and the
difference between pixel values was minimized by using PIFs (Pseudo Invariant Features) pixel-based
relative normalization. The experiment using Sentinel-2 SWIR image, Landsat 8 TIR image, and
KOMPSAT-3A MWIR image showed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artifacts in the difference image of
KOMPSAT-3A is prominent. It is believed that the utilization of KOMPSAT-3A MWIR images can be
improved by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I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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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KOMPSAT-3A 위성은 기존의 지구관측 위성에 비하여 고해상도의 MWIR 영상을 하루 2번 취득

한다. 기존 SWIR 영상이나 TIR 영상과 다른 특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표면 방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OMPSAT-3A MWIR 위성영상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시기 차이 영상을 생성하여 기

존 적외 영상과 비교하였다. IR 영상의 전처리 과정으로 영상 상대보정을 수행하고, PIFs(Pseudo Invariant

Features) 화소기반의 상대방사 보정을 수행하여 화소값의 차이를 최소화시켰다. Sentinel-2 SWIR 영상,

Landsat 8 TIR 영상과 KOMPSAT-3A MWIR 영상을 실험한 결과, KOMPSAT-3A 차이 영상에서 인공지

물의 구별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IR영상의 특성을 이용하여 향후 KOMPSAT-3A MWIR

영상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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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중분광 위성영상의 화소값은 파장대역의 분광적

반응 및 분광 에너지와 관련된다(Sun et al., 2017). 각 센

서는 분광밴드 범위와 분광 반응도에 개개 분광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IR(Infrared) 위성영상의 분광 영

역은NIR, SWIR, MWIR, TIR로 구분할 수 있다(Ben-Dor

et al., 2013). 주요 IR지구관측위성은 주로 SWIR과 TIR

영역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2015년 3월에 발사된 KOMPSAT-3A위성은 IR영상

과 고해상 광학(Electro-Optical) 지구관측 영상을 얻고

있다. 관측 영상은 지리정보시스템 (GIS), 환경·농업·해

양 모니터링, 도시 계획, 자원관리, 재난 등의 다양한 분

야에 활용된다. KOMPSAT-3A 영상의 공간해상도는

전정색은 0.55 m, 다중분광 2.20 m, 적외 영상 5.5 m이다.

KOMPSAT-3A IR은 3~5 µm의 중적외선(MWIR) 파장

대 정보를 취득하는 센서를 이용하는 데, MWIR파장대

역은 방사원으로 태양과 지형지물 자체열이 동시에 존

재하기 때문에 분광분석에 조금 더 복잡하며, 고온의 지

형지물 분석에 유용하다(Ben-Dor et al., 2013). 그리고,

5.5 m의 높은 공간해상도를 갖는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

에, 기상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도심지의 열섬 현상

및 공장 가동여부에도 활용할 수 있다.

MODIS위성 영상은 VNIR, SWIR, MWIR, TIR영역

에서 여러 개의 밴드를 가지고 있지만, 250~1000 m의

낮은 공간적 해상도로 인하여 지역 규모의 분석에 활용

하기 어렵다. 15~90 m의 공간해상도를 지니고 있는

ASTER 영상은 9개 VNIR과 SWIR 밴드, 5개 TIR 밴드

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MODIS영상보다 ASTER

위성 영상이 도시 열적 특성(thermal features)과 생물리

학적 기술자(biophysical descriptors)간의 관계에 활용되

었다(Lu and Weng, 2006). Lu and Weng(2006)은 ASTER

의 VIS, NIR, SWIR 영상간 상관계수를 분석하였으며,

SWIR밴드간 상관계수는 높고, NIR밴드는 다른 영역

과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지표면 온도 분석에 가

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Landsat 8의 경우, TIR 영상은

100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광역행정구역 단위

의 모니터링에는 적합할 수 있지만 산업 시설 단지와 같

은 도심지의 세분화된 모니터링에는 부적합하다 .

MODISMWIR영상으로부터 지상 기온 추정 연구도 수

행되었지만, 추정 온도는 제한적 조건에서 이용가능하

였다(Park et al., 2008).

KOMPSAT-3A MWIR영상은 제한적으로 이용가능

하지만, 3~5 µm의 영역을 통합하여 영상을 취득하며,

밤과 낮에 촬영하는 등 기존 영상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시기

영상간의차이영상을이용하여 SWIR, MWIR, TIR영상

특성을 분석하였다. 비교에 이용한 IR영상은 Sentinel-2

SWIR 영상, KOMPSAT-3A MWIR 영상, Landsat 8 TIR

영상이다.

2. 연구 방법

Table 1은 실험에 사용된 각 위성영상의 분광정보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KOMPSAT-3A의MWIR

위성영상(3-5 µm)은 5.5 m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지만,

본연구에서는약 33 m공간해상도의영상을이용하였다.

SENTINEL-2 영상은 세 개의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두 개의 위성을 통하여 시간해상도는 5일이다. Sentinel

2 영상은 VNIR에서 SWIR대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

간해상도(10-60 m)를 갖는 13개 다중분광영상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밴드 12 SWIR영상(2.19 µm)
을 이용하였다. Landsat 8 영상에서는 밴드 10 TIR영상

을 이용하였으며, 원해상도가 100m로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각 영상은 14bit 혹은 12bit

의 방사해상도(radiometric resolution)를 가지고 있다.

실험 대상지역은 그리스, 테살로니키이다. 대상지역

에는 도심, 산악지역, 경작지, 호수 등이 혼재되어 있다

(Fig. 1). KOMPSAT-3A의 촬영일자와 유사한 시기에 취

득된 Sentinel-2와 Landsat 8 영상을 검색하여 사용하였다

(Table 2). KOMPSAT-3A 영상은 2017년 2월과 2017년

6월에 촬영되었으며, Sentinel-2 영상은 2016년 12월과

2017년 6월의 적외영상을 이용하였다. Landsat 8 영상은

2016년 12월과 2017년 5월 영상이다. KOMPSAT-3A의

경우 촬영시간이 밤이며, 나머지 두 위성은 아침 11시

이다. 이러한 시기 및 시간적 차이로 인하여 인한 지표

면 특성을 분석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6-3, 2017

– 1180 –

02한동엽(1179~1185)ok.qxp_원격탐사33-6-3(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별호)  2018. 1. 4.  오후 12:01  페이지 1180



상대 방사 정규화를 이용한 다시기 적외 위성영상의 변화탐지 비교

– 1181 –

Table 1.  KOMPSAT-3A (Satellite Imaging Corporation, 2017), Sentinel-2 (ESA, 2017), Landsat 8 Satellite Sensor Specifications

Characteristic Information

KOMPSAT-3A

Spectral bands 
(Ground Sample Distance at nadir)

PAN 450-900 nm (0.55 m)
MS1 (Blue) 450-520 nm (2.2 m)
MS2 (Green) 520-600 nm (2.2 m)
MS3 (Red) 630-690 nm (2.2 m)
MS4 (NIR) 760-900 nm (2.2 m)
MWIR 3.3-5.2 µm (5.5 m)

Swath width 12 km (at nadir)
Data quantization 14 bit

Sentinel-2A

10m Spatial Resolution 
(Central Wavelength)

B2 (496.6 nm), B3 (560.0 nm)
B4 (664.5 nm), B8 (835.1 nm)

20m Spatial Resolution 
(Central Wavelength)

B5 (703.9 nm), B6 (740.2 nm)
B7 (782.5 nm), B8a (864.8 nm)
B11 (1613.7 nm), B12 (2202.4 nm)

60m Spatial Resolution 
(Central Wavelength)

B1 (443.9 nm), B9 (945.0 nm)
B10 (1373.5 nm)

Swath width 290 km
Data quantization 12 bit

Landsat 8

IR Spectral bands
(Ground Sample Distance at nadir)

B5 NIR 845-885 nm (30m)
B6 SWIR 1560-1660 nm (30m)
B7 SWIR 2100-2300 nm (30m)
B10 LWIR(TIR) 1030-1130 nm (100m)
B11 LWIR(TIR) 1150-1250 nm (100m)

Swath width 185 km
Data quantization 12 bit

Table 2.  Data specifications of Satellite Images

Satellite Imaging Date Product ID

K3A
2017-06-01 0:29 K3A_20170601002954_12060_00002353_L0F

Night
2017-02-14 0:22 K3A_20170214002236_10443_00002454_L0F

Sentinel-2
2017-06-28T09:20:31Z S2A_MSIL1C_20170628T092031_N0205_R093_T34TFL_20170628T092815

Day
2016-12-30T09:24:02Z S2A_MSIL1C_20161230T092402_N0204_R093_T34TFL_20161230T092752

Landsat 8
2017-05-02 09:09:47Z LC08_L1TP_184032_20170502_20170515_01_T1

Day
2016-12-09 09:10:49Z LC08_L1TP_184032_20161209_20170317_01_T1

Fig. 1.  Map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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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 기하보정

기하보정에사용되는특징점을많이추출하기위하여

적응히스토그램평활화(adaptive histogram equalization)를

원 영상에 적용하였다 (Zuiderveld, 1994). 특징점 추출자

는 SURF(Speed-Up Robust Features)를 이용하였다(Bay

et al., 2008). SURF, FAST, Harris, MSER, MinEigen 등의

추출자를(MEMON et al., 2017) 적용하였으며, SURF추

출자 적용 시에 가장 많은 대응쌍을 얻을 수 있었다. 특

징점의 대응으로부터 영상간 변환관계를 얻기 위하여

MSAC(M-estimator SAmple Consensus) 기반의 추정 방

법을 사용하였다(Hartley and Zisserman, 2003).

KOMPSAT-3A두 시기 영상에 영상 강조, 특징점 추

출 및 기하 변환식 추정을 적용하여 영상간 상대기하보

정을 처리하였다(Fig. 2). 상대적으로 저해상도 영상인

KOMPSAT-3A의 경우 7개의 정합쌍, Landsat 8의 경우

10쌍이 추출되었다. Landsat 8 영상과 Sentinel-2 영상도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상대기하보정을 수행하였다.

2) 상대방사 정규화

다시기 위성영상을 이용한 성공적인 변화탐지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상대 방사 보정(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을 통해 다시기 위성영상간의 화소값의

차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대방사정규화 기법

은 크게 히스토그램 매칭 방식과 선형회귀기반 방식으

로 나눌 수 있다(Yang and Lo, 2000). 히스토그램 매칭 방

식은 타겟영상의 히스토그램을 기준영상에 매칭시켜

방사학적 오차를 줄이는 방식이고, 선형회귀 기반 방식

은 영상에서 시간에 불변 특성을 갖는 특징점을 활용하

여 영상간 상대적 방사 차이를 조정한다. 본 연구에서

는 통계학적 특징점을 활용한 선형회귀기반방식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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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2.  KOMPSAT-3A registration; (a) Matching points, (b) KOMPSAT-3A recovered image of Time 2, and (c) overlay of registered image.

Fig. 3.  Flowchart of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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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화 기법을 적용하였다(Fig. 3). 이 방법은 PIFs특징점

추출 과정과 이를 이용한 정규화 과정으로 구성된다. 먼

저 다시기 위성영상간의 차이영상(difference image)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한 표준점수(Z-score)을 활용하

여 PIFs을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된 PIFs을 이용한 최소

제곱기반 선형 회귀(regression) 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타겟 영상의 상대적 방사 차이를 조정하였다.

표준화점수에 기반한 PIFs를 추출 과정에서 임계값은

0.05를 사용하였다.

Fig. 4는 제안기법을 이용하여KOMPSAT-3A영상을

상대 방사보정했을 때, 나타나는 히스토그램 변화를 나

타낸다. Fig. 4(c)가 Fig. 4(a)와 유사하게 화소값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실험 결과

상대기하보정과 상대방사정규화를 적용한 후, 두

시기 영상의 차이 영상을 생성하였다(Fig. 5). Fig. 5(a)는

KOMPSAT-3A차이 영상이며, 크게 도로 및 도심과 농

경지 및 산악지역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Fig. 5(b)는

Sentinel-2 차이 영상이며, 농경지가 잘 드러나며, 오른쪽

중간 부분의 호수와 도심도 구별할 수 있다. Fig. 5(c)는

Landsat 8 차이 영상이며, 도심과 왼쪽 하단의 바다가 잘

드러나지만, 호수와 산악지역, 농경지는 유사하게 나타

났다.

Fig. 5(a)의 차이 영상에서 2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영역 ①과 같이 화소값 차이가 크게 변하는

곳으로, 이 지역은 대형 건물(Masoutis central warehouse)

과 주변 도로로 나타났다(Fig. 6(a)). 영역 ②는 두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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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ifference images; (a) KOMPSAT-3A MWIR, (b) Sentinel-2 SWIR, and (c) Landsat 8 TIR.

                                   (a)                                                       (b)                                                          (c)

Fig. 4.  Histogram result of relative normalization; (a) KOMPSAT-3A image’s histogram on acquired 1 June 2017
(Time 2), (b) co-registered KOMPSAT-3A image’s histogram on acquired 14 February 2017 (Time 1),
(c) histogram of normalized image (Ti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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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화소값 차이가 매우 크게 변한 곳으로, 이 지역은

TITAN Cement회사 및 공장으로 나타났다(Fig. 6(b)). 특

히 플랜트 전체에서 화소값 차이가 큰 것은 아니며, 굴뚝

주변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 14일 KOMPSAT-

3A실제 영상을 보면, 건물은 어둡게 나타나고, 도로는

상대적으로 밝게 나타나며, 공장 시설은 밝게 나타나고,

야외 재료 적재장은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타난다(Fig.

6(c)). 이 점은 밤에 온도가 낮아져 지물에 따른 온도 하강

차이로 이어졌거나, 공장의 가동 요인이 온도 차이로 나

타난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개의 IR 영상의 차이 영상으로부터

IR 영상의 활용성을 평가하였다. 차이 영상 생성을 위

하여 PIFs기반의 상대방사정규화 기법을 적용하였다.

KOMPSAT-3A MWIR 영 상 , Sentinel-2 SWIR 영 상 ,

Landsat 8 TIR영상을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각 IR차이

영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KOMPSAT-3A 차이 영상

의 경우 비교적 지형지물 구분이 용이하였으며, 지형지

물 온도 특성에 의한 영상화소값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산업시설 단지의 주기적인 온

도변화와 같은 시계열 변화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의

모니터링에 이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향후 방사 보

정을 위한 추가 정보가 제공된다면, 방사 보정 후 차이

영상을 생성하여 보다 엄밀한 영상 해석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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