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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tellite imagery occurs geometric and radiometric errors due to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t the acquired 

time, which in turn causes false-alarm in change detection. These errors should be eliminated by geometric 
and radiometric corrections.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ology that automatically and simultaneously 
performs geometric and radiometric corrections by using the SURF (Speeded-Up Robust Feature) algorithm and 
the mask filter. The MPs (Matching Points), which show invariant properties between multi-temporal imagery, 
extracted through the SURF algorithm are used for automatic geometric correction. Using the properties of 
the extracted MPs, PIFs (Pseudo Invariant Features) used for relative radiometric correction are selected. 
Subsequently, secondary PIFs are extracted by generated mask filters around the selected PIFs. After performing 
automatic using the extracted MPs, we could confirm that geometric and radiometric errors are eliminated as the 
result of performing the relative radiometric correction using PIFs in geo-rectified images.

Keywords :  Geometric Correction, Radiometric Correction, Speeded-Up Robust Feature, Mask filter,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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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위성영상은 취득 당시의 외부 환경적 요소에 의해 기하 및 방사오차가 발생하며, 이는 변화탐지에 있어 오탐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기하 및 방사오차는 전처리과정인 기하보정 및 방사보정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SURF (Speeded-Up Robust Feature)기법과 마스크필터를 활용하여 동시에 기하 및 방사보정을 자동으
로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SURF 기법을 통해 추출되는 정합쌍(MPs: Matching Points)은 자동 기하
보정에 활용되며, 다시기 영상 간 불변특성을 보이는 지역에서 추출된다. 이러한 정합쌍의 특성을 바탕으로 상대방
사보정에 활용되는 PIFs (Pseudo Invariant Features)를 선정하고, 선정된 PIFs를 중심으로 마스크필터를 생성하여 
2차 PIFs를 추출했다. 추출된 정합쌍들을 활용하여 자동 기하보정을 수행한 후 기하보정된 영상에 PIFs를 활용하
여 상대방사보정을 수행한 결과 기하 및 방사오차가 함께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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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영상을 활용한 변화탐지 기법은 광범위지역 및 비접근
지역에 대한 변화양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므로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Seo et al., 2017). 그러나 위성
영상은 취득 시 플랫폼의 자세, 촬영 각도, 대기의 흡수 및 
산란 그리고 태양-목표물-센서의 상호작용, 계절적 영향 등으
로 인해 기하 및 방사오차가 발생하며(Li and Xiong, 2017), 
이는 변화탐지 시 오탐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Hong and 
Zhang, 2008). 이러한 기하 및 방사오차는 동일 센서에서 취
득된 동일 지역의 영상인 경우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처리과
정인 기하보정(geometric correction)과 방사보정(radiometric 
correction)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기하보정은 지상기준점(GCPs: Ground Control Points)을 
활용하는 수동 기하보정과 영상 간 특징요소(features)를 기
반으로 추출된 정합쌍(MPs: Matching Points)을 활용하는 
자동 기하보정으로 구분된다(Han, 2013). 수동 기하보정은 
사용자의 숙련도에 의존적이고 인력 및 시간비용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자동 기하보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Han 
et al., 2010). 자동 기하보정은 강도기반 정합기법(intensity-
based matching method)과 특징기반 정합기법(feature-based 
matching method)이 있으며, 위성영상에는 식별 가능한 개
체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징기반 정합기법이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Huo et al., 2012). 특징기반 정합기법은 영상에서 
명확히 식별되는 점, 선, 면 기반의 특징요소를 추출한 후 유
사도 평가를 통해 정합쌍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특
징기반 정합기법으로는 Lowe (2004)가 개발한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기법과 Bay et al. (2008)이 제안
한 SURF (Speeded-Up Robust Features) 기법이 있다. 
방사보정은 외부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방사오차로 인한 다
시기 영상 간 밝기값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
으며, 절대방사보정(Absolute radiometric correction)과 상대
방사보정(Relative radiometric correction)으로 구분된다(Du 
et al., 2002; Janzen et al., 2006; Hong and Zhang, 2008). 절
대방사보정은 정확한 대기 입력 자료와 영상의 분광프로파
일(spectral profile)을 수학적 모델에 적용하여 DN (Digital 
Number)값을 비율표면 반사도(scaled surface reflectance)로 
변환하는 방법이며, 상대방사보정은 기준영상의 분광특성을 
참조하여 다시기 영상의 분광특성을 보정 하는 방법이다. 절
대방사보정은 실제 대기 관측 자료 수집이 어려우며, 취득 시
기에 대한 지상 관측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없으
므로 활용이 제한적이지만, 상대방사보정은 다양한 기상 데

이터 및 모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시기 영상의 상대적인 
변화율을 추정하여 보정 하는 방식이므로 다방면에서 활용
할 수 있다(Seo and Eo, 2018). 상대방사보정은 일반적으로 
다시기 영상의 각 밴드들에서 변화하지 않는 동일 위치에 해
당하는 화소값은 선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을 바탕으
로 추출된 데이터를 선형 회귀기법에 적용하여 수행되며, 시
간이 흘러도 방사학적으로 불변하는 지역에서 PIFs (Pseudo 
Invariant Features)를 추출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Du et al., 
2002; Zhang et al., 2014). 
상대방사보정에 활용되는 PIFs는 다시기 영상 간 동일 위치
의 불변특성을 보이는 지역에서 추출되어야 하므로 기하보정
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Kim and Kim, 2008; Li and Davis, 
2011). 이는 기하보정 수행 후 PIFs 추출 알고리즘을 통해 다
시기 영상 간 전체 화소값들을 비교하여 방사적으로 유사한 
화소값을 PIFs로 추출하기 때문에 전처리과정이 복잡해진다. 
특히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이러한 단점이 부
각될 수 있다. 하지만 정합쌍은 다시기 영상 간 동일 위치의 불
변특성을 보이는 지역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정합쌍 및 PIFs
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처리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Li and Davis, 2011). 이에 Li and Davis (2011)는 Haar 
filters에 기반한 EHLF (Expanded Haar-Like Filter)를 통해 
추출된 특징점(keypoints)을 기반으로 정합쌍과 PIFs를 추출
하여 동시보정을 수행하였으며, Klaric et al. (2013)은 자동 변
화탐지 프로그램인 GeoCDX (Geospatial Change Detection 
and eXploitation) 개발에 EHLF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Li and 
Xiong (2017)은 LSM (Least Squares Matching)알고리즘을 
기초로 GRSCM (Geometric and Radiometric Simultaneous 
Correction Model)을 개발하여 지상기준점에서 산출된 기하
보정 계수와 전체영상의 관심지역에서 산출된 방사보정 계수
를 융합하여 동시 보정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자동으
로 기하 및 방사보정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자동 기하보정
에 활용되는 정합쌍을 PIFs로 활용하는 통합전처리과정을 통
해 전처리과정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는 
다시기 빅데이터 위성영상 활용에 근간이 되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통합전처리과정의 방법론을 다양화하기 위
한 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URF 기법과 마스크필터(mask filter)를 이
용하여 전처리과정인 기하 및 방사보정을 동시에 자동으로 수
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SURF 기법을 활용
하여 추출된 정합쌍을 활용하여 기하보정을 수행한 후 정합
쌍 간 표준점수(Z-score)를 고려하여 PIFs를 추출하였다. 추
출된 PIFs를 중심으로 마스크필터를 생성하여 추가적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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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PIFs(secondary PIFs)를 추출하고 상대방사보정을 수행하
였다. 또한, 시각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하 및 
방사보정 정확도를 분석하여 제안된 기법의 효율성을 검증하
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SURF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추출된 정합쌍과 
마스크필터를 활용하여 동시에 기하 및 방사보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흐름도는 Fig. 1과 
같으며 실선으로 표시된 항목은 연구 과정을 나타내며, 점선
으로 표시된 항목은 해당 과정을 수행하는 방법 및 알고리즘
을 나타낸다. 먼저 자동 기하보정을 수행하기 위해 기준영상
과 입력영상에 SURF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추출된 특징점을 
기반으로 정합쌍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정합쌍은 오정합쌍
(outlier)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핀변환계수와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활용하여 오정합쌍을 제거한 후 오정
합쌍이 제거된 정합쌍을 어핀변환모델에 적용하여 자동기하
보정을 수행하였다. 자동 기하보정 수행 후 상대방사보정을 
수행하기 위해 기준영상과 기하보정된 입력영상에 대응되는 
정합쌍간 화소값 차이를 이용하여 산출된 표준점수를 바탕
으로 PIFs를 추출하였다. 정합쌍을 기반으로 추출된 PIFs는 
상대방사보정을 위한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추출된 PIFs를 중심으로 마스
크필터를 생성하여 2차 PIFs를 추출한 후 선형회귀식(linear 
regression)에 적용하여 상대방사보정을 수행하였다.

Fig. 1. Flowchart of the proposed method

2.1. SURF를 이용한 정합쌍 추출

위성영상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특징기반 자동 기하보정을 
수행하기 위해 영상에서 명확히 식별되는 특징요소를 특징
점으로 추출해주어야 하며, 특징점은 스케일(scale) 및 회전
에 강인해야 한다(Han, 2013). 대표적인 특징점 추출기법에
는 SIFT 기법과 SURF 기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적분영
상(integrated image)과 근사화된 헤시안 행렬(approximated 
hessian matrix)을 사용하여 타 기법에 비해 빠른 속도로 특징
점을 추출하고 서술하는 SURF 기법을 활용하였다. SURF 기
법을 통해 추출되는 특징점은 영상의 모든 화소점에 가우시
안 2차 미분을 활용하는 헤시안 행렬을 적용하여 산출된 행
렬식 값이 최대값을 가질 때 특징점으로 추출되며(Bay et al., 
2008), 헤시안 행렬은 Eq.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where  is hessian matrix, and , , 
and  are the results of the gaussian second derivative 
for ,  and  directions and convolutions of the input 
image.

그러나 가우시안 2차 미분을 통해 계산된 결과는 스케일 공
간상에서 강건함을 보이지만, 영상에 적용할 경우 정보의 손
실로 인한 재현율(repeatability)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
다(Han and Choi, 2015). 이에 SURF 기법은 근사화된 헤시안 
박스필터를 활용함으로써 정보의 손실을 줄임과 동시에 처리
속도를 증가시켰다.

SURF 기법을 통해 추출된 특징점들은 주변 화소값을 활
용하여 주방향(orientation)을 계산하며, 계산된 주방향을 기
준으로 회전하여 주변화소의 x, y 방향에 대한 누적 강도 값
을 계산하여 서술벡터를 생성한다(Han and Choi, 2015). 생성
된 서술벡터를 이용하여 기준영상과 입력영상에서 추출된 특
징점들간의 유클리드거리를 계산하여 임계치보다 작은 경우 
정합쌍으로 추출된다(Han, 2013). 

2.2 오정합쌍 제거 및 자동 기하보정

추출된 정합쌍은 오정합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거해주
어야 한다. 오정합쌍을 제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an et 
al.(2010)이 제시한 어핀변환모델과 RMSE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어핀변환모델 구성에 필요한 6가지 계수들을 계
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3쌍의 정합쌍이 필요하지만, 정합쌍이 3
쌍 이상일 경우 어핀변환계수는 최소제곱법을 통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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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합쌍을 제거하기 위해 계산된 어핀변환계수를 매칭된 
입력영상의 모든 정합쌍에 적용한 후 대응되는 기준영상의 정
합쌍과의 거리 차를 판단하는 RMSE를 산출하였다. 정합쌍 
중 RMSE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정합쌍을 오정합쌍으로 
판단하여 제거하고 나머지 정합쌍으로 어핀변환계수를 산출
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RMSE가 특정 임계치보
다 낮을 때의 변환계수를 최종 어핀변환계수로 추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어핀변환계수를 활용하여 입력영상의 기
하보정을 수행하였다.

2.3. 정합쌍과 표준점수를 이용한 PIFs 추출

PIFs를 활용한 상대방사보정은 Eq. (2)의 선형회귀식을 기
반으로 수행되며, 선형회귀식 기반의 상대방사보정을 위한 정
규화계수의 gain( )과 offset( )은 Eq. (3)을 통해 산출된다. 

                                                             (2)

                          (3)

where  and  are normalization coefficients of gain and 
offset for band i,  is geo-rectified subject image,  is 
normalized and geo-rectified subject image for band i,  
and  are PIFs standard deviation values of band i for 
geo-rectified subject image and reference image,  and 

 are the mean value of band i for geo-rectified subject 
image and reference image.

SURF 기법을 통해 추출된 정합쌍들은 다시기 영상 간 불
변특성을 보이는 지역에서 추출되므로, 이 중 일부를 PIFs로 
활용할 수 있다. 추출된 모든 정합쌍들이 다시기 영상 간 방사
적으로 유사한 데이터가 추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연구에
서는 정합쌍 간 화소값 차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표준점수를 
활용하여 PIFs를 선정하였다. 기하보정된 입력영상은 기준영
상과 기하학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추출된 정합쌍들의 위치
는 두 영상 간 동일한 위치에 존재한다. 두 영상 간 정합쌍 위
치에 해당하는 화소값을 바탕으로 다음식의 화소값 차이, 표
준점수, 정규화 표준점수를 계산한다. 

                                                                 (4)

                                          
  
(5)

                                                                                           
(6)

where  and  represent brightness values of reference 
image and geo-rectified subject image of band i,  is the 
difference of brightness values between geo-rectified subject 
image and reference image for band i,  is difference 
brightness values of MPs for band i,  is mean difference 
brightness values of MPs for band i,  is standard 
deviation values of MPs for band i,  is Z-score of MPs 
for band i, and  is normalized Z-score of integrated 
band.

먼저 Eq. (4)를 통해 밴드별 차영상(difference image)을 생
성한 다음 정합쌍의 위치에 대응되는 화소값 차이를 계산한
다. 이어서 해당값을 Eq. (5)에 적용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하
고 Eq. (6)을 이용하여 밴드별로 산출된 표준점수를 통합하
여 정규한 후 임계값 이내에 해당하는 정합쌍을 PIFs로 선
정하였다.

2.4. 마스크필터를 활용한 PIFs 추출 

정합쌍을 기반으로 추출된 PIFs는 기준영상과 기하보정된 
입력영상 간 분광특성이 유사한 지역에서 선정되었지만, 표본
의 수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 직관적으로 판단
하기 위해 다시기 영상 간 추출된 정합쌍들과 PIFs를 Fig. 2와 
같이 표현하였다. Fig. 2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본의 수가 감소
한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사보정을 위한 회귀계
수가 왜곡되어 상대방사보정의 오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도 있다(Du et al., 2002; Kim and Kim, 2008).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Fig. 3과 같이 추출된 PIFs를 중심으로 마스크필터를 
생성하여 PIFs와 방사적으로 유사한 화소를 2차 PIFs로 추출
하여 표본수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a) (b) 

Fig. 2. An example of number of extracted data samples 
(band 1): (a) MPs, (b) PI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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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Mask filter generation for secondary PIFs 
extraction (M×M size): (a) Mask filter generation, 
(b) Evaluation of similarity between PIFs and its 

neighboring pixels within mask filter, (C) Secondary 
PIFs extraction

                                                            (7)

where  is normalized difference brightness values of 
integrated band.

  
마스크필터를 이용하여 2차 PIFs를 추출하기 위해 Eq. (4)
를 이용하여 생성된 밴드별 차영상에 대해 Eq. (7)을 적용하
여 밴드별 차영상을 통합 및 정규화하였다. 통합 정규화된 영
상에서 PIFs의 위치에 해당하는 화소값을 중심으로 M×M 크
기의 마스크필터를 생성하여 주위 화소의 화소값을 모두 추
출하였다(Fig. 3(a)). 마스크필터를 통해 추출된 주위 화소값
과 PIFs 화소값과의 비교를 통해 PIFs와의 유사도를 평가하였
다(Fig. 3(b)). PIFs와의 유사도 평가를 통해 임계값 이내에 해
당되는 화소값들을 2차 PIFs로 추출하여 표본수를 증가시켰
다(Fig. 3(c)). 최종적으로 추출된 PIFs와 2차 PIFs를 활용하
여 정규화계수를 산출한 뒤 선형회귀식을 이용하여 기하보정
된 영상의 상대방사보정을 수행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실험 자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여 2013년 3월에 발사
된 고해상도 위성센서인 KOMPSAT-3A에서 취득된 후 Level 
1R 기본 방사적 전치리 과정이 수행된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동시 자동 기하 및 방사보정을 수행하였다. 실험 대상지는 식
생, 수계, 산림, 인공구조물, 나지 등 다양한 토지피복으로 구
성되어있는 광주광역시로 선정하였다. 기준영상은 2018년 09
월 25일에 취득된 영상, 입력영상은 2015년 10월 19일에 취득

된 영상을 활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위성영상의 세부사항
은 Table 1과 같으며, 위성영상은 Fig. 4와 같다. 

(a) (b) 

Fig. 4. Experimental images of study area: (a) 
Reference image, (b) Subject image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study data 

Sensor KOMPSAT-3A

Acquisition 
date

2018.09.25.
(Reference 

image)

2015.10.19.
(Subject image)

Spatial 
resolution 2.2m

Spectral 
bands

Blue: 450-520㎚
Green: 520-600㎚
Red: 630-690㎚

Near Infrared: 760-900㎚

Radiometric 
resolution 14bit

Location Gwangju(Korea)
Image size 

(pixel) 3000×3000

Processing 
level Level 1R

3.2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동시 자동 기하 및 방사보정을 수행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제안된 기법을 적용하였다. 정확도 분
석은 제안된 기법을 활용하여 생성된 영상을 시각적으로 분석
하고 RMSE 값을 정규화하여 산출된 NRMSE (Normalized 
Root Mean Square Error) 값을 이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
하였다. NRMSE는 Eq. (8) 및 Eq. (9)을 통해 산출되고 낮은 
값을 가질수록 기하 및 방사보정 정확도가 높으며, 위성영상
과 같이 다양한 특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
하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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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where  is normalized and geo-rectified subject image of 
band i,  is reference image of band i,  is the mean value 
of reference image of band i, and  is the total number of 
pixels in the image.

SURF 기법을 활용하여 정합쌍을 추출한 뒤 어핀변환모델
과 RMSE를 함께 이용하여 오정합쌍을 제거한 결과, 총 3,042
개의 정합쌍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정합쌍들은 Fig. 5를 통해 
다시기 영상 간 불변특성을 보이는 지역인 도로, 나지, 낮은 건
물의 옥상 등에서 추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합쌍들
을 기반으로 산출된 어핀변환계수를 이용하여 자동 기하보정
을 수행하였다. 

(a) (b) 

Fig. 5. Extracted MPs: (a) Reference image, (b) Subject 
image

자동 기하보정된 영상의 정확도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Fig. 6과 같이 모자이크 영상을 생성하였으며, 기준영상은 
True color 영상, 기하보정된 입력영상은 False color 영상으로 
표현하였다. Fig. 6의 모자이크 영상을 보면 원영상(Fig. 6(a))
의 경우 기준영상 및 입력영상 간 기하오차가 존재하지만, 자
동 기하보정 과정을 거친 후 이러한 기하오차가 전반적으로 
제거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Fig. 6(b)). 기하보정 결
과를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NRMSE를 산출하고 정확도 
증감률을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원영상 대비 기하보정된 입력
영상의 정확도가 약 28.58% 상승하였다(Table 2).

Table 2. NRMSE values of automatic geometric 
correction results

Method Raw images Geo-corrected image

NRMSE 0.7149 0.5106

(a) (b) 

Fig. 6. Mosaic images of automatic geometric 
correction result: (a) Raw image, (b) Geo-rectified 

image

상대방사보정을 수행하기 위해 기준영상에서 추출된 정
합쌍의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PIFs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총 
290개의 PIFs가 추출되었다. 추출된 PIFs는 다시기 영상 간 
불변특성을 보이는 지역에서 추출된 것을 Fig. 7을 통해 확인
하였다. 하지만 정합쌍을 기반으로 PIFs를 추출할 경우 Fig. 7
과 같이 표본수가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마스크필터를 활용하여 2차 PIFs
를 추출하였다. PIFs를 중심으로 마스크필터를 생성하여 2차 
PIFs를 추출한 결과는 Fig. 8과 같으며, 하얀색과 노란색 점은 
PIFs를 나타내며 초록색 점은 추출된 2차 PIFs를 나타내고 있
다. 기준영상과 기하보정된 입력영상 간 추출된 PIFs를 중심
으로 분광특성이 유사한 화소값이 2차 PIFs로 추출된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표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
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a) (b) 

Fig. 7. Extracted PIFs: (a) Reference image, (b) Geo-
rectified subjec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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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1) 전체 SURF 정합쌍을 PIFs
로 이용하여 상대방사보정한 결과, 2)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추출된 PIFs를 이용한 상대방사보정 결과, 3) 제안된 기법을 
통해 수행된 상대방사보정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3×3, 5×5...15×15 크기의 마스크필터를 활용하였다. 
상대방사보정을 수행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데이터를 이용하
여 Fig. 9와 같이 선형회귀식을 구성하였다. 모든 데이터의 선
형회귀식의 상관도는 0.85~0.95로 높게 나타났다(Fig. 9(a)-
(c)). 여기서 정합쌍만을 이용한 경우 선형회귀식 구성에 3,042
개 표본이 활용되었지만(Fig. 9(a)), 정합쌍을 기반으로 PIFs
를 추출할 경우 표본의 수가 290개로 감소하였다(Fig. 9(b)). 

(a) 

(b) 

(c) 

(a) (b) 

Fig. 8. Secondary PIFs extracted by mask filter (a) 
Reference image, (b) Geo-rectified subject image

Fig. 9. Comparison of band-by-band linear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relative radiometric correction: (a) MPs 
(SURF): 3,042, (b) PIFs: 290, (C) Proposed method (7×7 size):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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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기법의 7×7 크기의 마스크필터를 
활용한 결과 표본의 수가 972개로 증가하였다(Fig. 9(c)). 제안
된 기법을 통해 표본의 수가 감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성된 선형회귀식
을 이용하여 상대방사보정을 수행한 결과는 Fig. 10과 같다. 

Fig. 10. Experimental results of relative radiometric 
correction: (a) Reference image, (b) Geo-rectified 

subject image, (c) MPs, (d) PIFs, (e) Proposed method 
(7×7 size)

기준영상인 Fig. 10(a)의 방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하보정
된 입력영상인 Fig. 10(b)를 상대방사보정 하였다. 모든 정합
쌍을 PIFs로 활용한 경우는 영상 간 방사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오히려 방사적 왜곡이 발생하였다(Fig. 10(c)). 반면 표준
점수를 이용하여 추출된 PIFs만을 활용한 결과와 제안된 기
법을 이용해 추출된 2차 PIFs를 활용한 결과는 Fig. 10(d)와 
Fig. 10(e)와 같으며 영상 간 방사적 차이가 효과적으로 제거
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정합쌍들의 화소
값 차이 기반의 표준점수를 이용해 추출된 PIFs와 제안된 기
법을 통해 추출된 2차 PIFs가 PIFs 선정조건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방사적으로 불변하는 지역에 부합하는 지역에서 추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상대방사보정의 정확도 평가는 시각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
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지만, 미세한 화소값의 변화를 시각적
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량적 분석을 함께 수행해
야 한다. 정량적 분석을 위해 밴드별 산출한 NRMSE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의 NRMSE 값의 증감을 통해 상대방사보정
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정확도 증감을 직
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NRMSE 값의 원영
상 대비 정확도 증감률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Fig. 11과 같이 

 

  

(a) (b) 

(c) (d) (e)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Table 3과 Fig. 11을 통해 NRMSE 값이 감소함에 따라 정
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합쌍들을 PIFs로 활용
한 경우 평균적으로 정확도가 약 4% 감소하였으며(Fig. 11(e)), 
Band 1부터 Band 4까지 정확도가 약 2.32%, -2.73%, -15.47%, 
2.14%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Fig. 11(b)-(e)). 이는 상대방사
보정에 활용된 다수의 정합쌍들에 대한 방사적 특성이 고려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정합쌍들을 기반으로 추출된 
PIFs를 활용한 경우 평균적으로 정확도가 4.6% 증가하였으며
(Fig. 11(a)), Band 1부터 Band 4까지 약 8.31%, 0.93%, -2.10%, 
12.19%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Fig. 11(b)-(e)). Band 3을 제외
한 모든 밴드의 정확도가 증가한 것을 보아 정합쌍들을 기반
으로 추출된 PIFs가 PIFs 선정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에서 추출
되었지만, 정규화계수 산출에 활용된 표본의 수가 부족하여 
Band 3에서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Fig. 11(d)). 제안
된 기법을 통해 추출된 2차 PIFs를 함께 활용한 경우 마스크
필터 크기에 따라 정확도가 평균적으로 5.13%~6.09% 증가하
였다(Fig. 11(a)). 그리고 Band 1부터 Band 4까지 생성된 마스
크필터 크기에 따라 정확도가 9.72%~11.03%, 2.27%~4.22%, 
-0.92%~0.80%, 9.98%~11.95%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Fig. 
11(b)-(e)).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광학파장대 밴드(Band 1, 2, 
3)와 근적외파장대 밴드(Band 4)의 상대방사보정 특성이 다
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광학밴드의 경우 마스크필터 크기
가 증가됨에 따라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7×7과 
9×9 크기의 마스크필터를 활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
가 도출되었다(Fig. 11(b)-(d)). 반면 근적외파장대 밴드의 경
우 마스크필터의 크기에 비례하여 정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1(e)).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로, 마스크필터 내의 PIFs의 화
소값과 유사도 평가를 통해 추출되는 2차 PIFs는 화소값만 고
려되기 때문에 그림자 및 식생과 같이 PIFs로 선정조건에 부
합하지 않는 지역에서 추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마스
크 필터의 크기가 증가 됨에 따라 PIFs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에서 2차 PIFs가 추출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마
스크필터의 크기와 정확도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근적외파장대에서 취득되는 Band 4 영상의 경우는 2
차 PIFs 추출 시 근적외선 밴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광학
밴드 특성에 편향된 2차 PIFs가 다수 추출되었기 때문이다. 이
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왜곡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른 데이터
를 활용하여 생성된 결과보다 방사적 차이를 효과적으로 제
거하고 있다. 즉, 제안된 기법이 동시에 기하 및 방사보정을 자
동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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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URF 기법과 마스크필터를 활용하여 기하 
및 방사보정을 동시에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안하
였다. 제안된 기법은 SURF 기법을 활용하여 정합쌍을 추출
한 후 어핀변환계수와 RMSE를 이용하여 정합쌍 내에 포함
되어있는 오정합쌍을 제거하고 어핀변환을 이용해 자동 기하

보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기준영상에서 추출된 정합쌍들을 
기준영상과 기하보정된 입력영상에서 탐색하고 정합쌍들 간 
화소값 차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PIFs
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PIFs를 중심으로 마스크필터를 생성하
여 필터내 화소값들 중 PIFs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화소
값을 2차 PIFs를 추출한 후 선형회귀식을 통해 기하보정된 입
력영상에 대한 상대방사보정을 수행하였다. 우선 SURF 기법

Method Band 1 Band 2 Band 3 Band 4 Average

Raw 0.3056 0.3877 0.5106 0.4117 0.4039

MPs 0.2969 0.3936 0.5857 0.4004 0.4192

PIFs 0.2775 0.3827 0.5195 0.3613 0.3853

Proposed (3×3) 0.2759 0.3790 0.5153 0.3625 0.3832

Proposed (5×5) 0.2730 0.3735 0.5091 0.3642 0.3800

Proposed (7×7) 0.2720 0.3716 0.5070 0.3666 0.3793

Proposed (9×9) 0.2719 0.3714 0.5065 0.3676 0.3793

Proposed (11×11) 0.2721 0.3717 0.5068 0.3686 0.3798

Proposed (13×13) 0.2721 0.3720 0.5074 0.3699 0.3804

Proposed (15×15) 0.2721 0.3722 0.5077 0.3706 0.3807

Table 3. NRMSE values of relative radiometric correction results

(a) (b) 

(c) (d) (e) 

Fig. 11. Accuracy analysis of radiometric correction (converting NRMSE as a percentage): (a) Band 1, (b) Band 2,
(c) Band 3, (d) Band 4, (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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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추출된 정합쌍을 이용하여 자동기하보정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기하보정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방사보정 정확
도 평가를 위해 1) 전체 SURF 정합쌍을 PIFs로 활용, 2) 표준
점수를 통해 추출된 PIFs를 활용, 3) 제안된 기법을 활용하여 
상대방사보정을 수행한 결과들을 시각적 방법과 NRMSE를 
활용한 정량적 방법을 통해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기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방사적 차이를 제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된 기법을 활용할 경우 효과적으
로 동시에 기하 및 방사보정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제안 기법의 경우, 기하 및 방사보정의 정확도가 정합쌍 개
수에 의존적이며 영상 내에 기복이 있는 산지가 많이 포함된 
지역에서는 다수의 정합쌍이 추출되지 않아 적용에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추가 정합쌍을 추출하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 마지막으로 마스크필터를 활용하여 2
차 PIFs 추출 시 PIFs 선정조건에 불부합하는 지역이 추출되
는 문제점과 광학밴드 특성에 따라 근적외 밴드 보정 결과가 
편향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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