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측면에서의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의 품질 정의 및 관리

이동한*, 김민아**, 서두천***, 정재헌****, 전경미*****

Definition and Monitoring of Image data Quality for KOMPSAT-3

from users

DongHan Lee*, Mina Kim**, DooChun Seo***, JaeHeon Jeong****, KyeongMi Jeon*****

Abstract

Generally there is a technical gap for the image data quality between from the satellite

requirement values and from the users. After Cal/Val for KOMPSAT-3 had been done by Dec.

31, 2012, all requirements for KOMPSAT-3 image data quality have been validated, and then the

normal operation of it started from Jan. 2013. In the normal period, the image data quality for

the users has been defined and managed, a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it, the additional

Cal/Val items have been doing. Cal/Val team and Processing team in KARI made the quality

report (QR) for KOMPSAT-3 image data quality for the users, and have determined the quality

level of KOMPSAT-3 product generated by Processing system (PMS; Product Management

System) and managed the quality report for it.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quality report,

Cal/Val team defined six additional Cal/Val items, and has done five items of them and has

been implementing the result of them into the Processing system.

초 록

일반적으로 위성 영상자료 품질에 대한 요구조건 값과 사용자 측면에서의 품질사이에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른 기술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로 아리랑위성 3호도 2012년 12월31

일에 검보정 작업이 완료되어 영상자료 품질 요구조건 값들을 모두 만족하여 정상운영을

시작하였지만, 아리랑위성 3호를 위한 사용자 측면의 영상자료 품질을 별도로 정의하여 관

리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검보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검보정팀과 자료처리팀에서는 아

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품질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영상자료의 품질

을 판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영상자료 품질을 저하시키는 5개의 추가 검보정

항목을 선정하였고, 현재 추가 검보정 작업을 완료하여 처리시스템에 추가하는 작업을 진

행 중이다.

키워드 : 영상자료 (image data), 품질 (quality), 아리랑위성 3호 (KOMPSAT-3), 품질보고서 (qualit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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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리랑위성 3호를 포함하여 아리랑위성 2호,

IKONOS, Quickbird, Pleiades, SPOT, Landsat

등의 원격탐사위성 영상자료들은 사용자에게 제

공되기 전에, 원격탐사위성 영상자료의 목적에

따라 여러 단계의 영상자료 처리를 거친 후, 표

준 영상자료 제품(Standard Image data Product)

으로 생성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표준 영상

자료 제품을 위한 영상자료 처리 과정은 카메라

를 포함한 위성 센서들의 특성들 (characteristics)

이 영상자료 상에서 제거된 상태 (Sensor

independent)로 영상자료를 생성하는 것이 주목

적이다[9].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영상자료 복

원 (Image data Restoration)이라고 한다. 표준

영상자료 제품을 위한 영상자료 복원 작업을 수

행하기 위해서는 characteristics 작업을 포함한

일련의 검보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를 토대로 영상자료 복원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

다[9].

바로 영상자료 복원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위성 영상자료 요구조건과 사용자 영상자료

품질 요구조건들이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위성

제조 기술만으로는 사용자 영상자료 품질 요구조

건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보정 작업 수

행 결과를 토대로 위성 영상자료 복원 작업을 거

쳐 처리된 표준 영상자료 제품을 통해서 일반적

으로 사용자 영상자료 품질을 판단하게 된다[7].

실제로 수백 개에 달하는 현재 운용 중인 원

격탐사위성들의 영상자료를 국제적으로 공동 활

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으며[8], 국

제적인 위성 영상자료 공동 활용 작업 중의 하나

로 사용자 중심의 영상자료 품질 표준화 및 평가

작업이 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

CEOS (Committee on Earth Observation

Satellite) 등의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현재 활발

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CEOS의 WGCV

(Working Group on Calibration and

Validation[6]와, CEOS와 GEO가 합작하여 운영

중인 QA4EO (Quality Assurance framework for

Earth Observation)[12]를 통해 활발하게 영상자

료 및 품질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리랑위성 3호는 발사 후 초기 운영 (LEOP,

Launch and Early Operation Phase) 검보정 2단

계 (CVP II, Cal/Val Phase II) 기간 동안 영상자

료 복원 작업[4]을 통해 아리랑위성 3호 표준 영

상제품의 최종 품질을 판단하여 결정하였고(이동

한 2013), 그 후 정상 운영 기간 동안 아리랑위

성 3호 표준 영상제품의 품질을 사용자 측면에서

판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5개의 영상

자료 품질 관련 개선 사항들이 지적되었다[3].

사용자 측면에서 지적된 5개의 개선 사항들을

포함하여, 표준 위성 영상제품의 품질을 판단하

는 기준이 사용자와 위성 개발자 사이에는 정성

적, 정량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차이가 존재함

을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10][11].

본 논문에서는 아리랑위성 3호 표준 영상자료

제품의 사용자 측면에서의 위성 영상자료 품질에

대해 정리하고, 그 결과가 위성 영상자료 요구조

건과 정성적, 정량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아리랑위성 3

호 추가 검보정 작업에서 수행한 내용에 대해 설

명하도록 한다.

2. 본 론

2.1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품질

아리랑위성 3호 발사 후 초기 운영 검보정 2

단계(LEOP CVP II)가 완료된 후, 아리랑위성 3

호 영상자료 품질 요구조건에 따라 최종 판단하

여 결정된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품질의 정량

적인 값은 표 1의 4번째 열, ‘Validated Value’에

정리되어 있다[9].

표 1의 첫 번째 열은 위성 영상자료 품질 항

목들의 최종 값이 결정되어지는 검보정 1단계

(CVP I)와 검보정 2단계 (CVP II)를 구분하고 있

고, 두 번째 열은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품질

관련 요구사항이고, 세 번째 열은 요구조건 값이

고, 네 번째 열이 최종 판단, 결정된 영상자료 품

질의 정량적인 값이고, 다섯 번째 열은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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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Item RequirementValue Validated Value Constraint

CVP
I

SNR 100 >> 100 (TDI 64)

MTF
8%(PAN)
12%(MS)

Across: 8~10% (TDI 64)
Along: 6~8% (TDI 64)

> 19% (MS)

Strip
imaging
Level 0

GSD 0.7m(PAN)
2.8m(MS)

0.7m (PAN)
Strip
&Nadir
imaging

Pointing
accuracy 1.2km Across: 90m

Along: 1 sec
Strip
imaging

Location
accuracy

70m CE90 < 70m CE90

With POD
& PAD
Strip
imaging

CVP
II

MTF
after
MTFC

13%(PAN)
19%(MS) > 20% (PAN) Level 0

Regist-
ration

0.5pixel
RMS (MS)

0.5pixel RMS
(MS)

Strip
imaging

Ortho-
image
accuracy

3.5m CE90
(Horizontal)

3.5m CE90
(Horizontal)

Strip
imaging

표 1.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품질

항목 특징 추가 검보정

Pixel burst On Only MS De-noising code

Port
difference

On Only MS De-noising code

Center
Pattern

difference

Different Noise
between each
CCD Detector

without
Compression
noise and with
RNUC &
De-noising code

RNUC
Non-linearity
less than DN
1500

New RNUC table

Compress-i
on noise

In MS with
Compression
ratio ‘5.5’

Updated by PAN
‘5.5’ & MS ‘3’

표 2. 추가 품질 판단 기준 (추가 검보정 항목)

품질의 정량적인 값을 만족하는 제한 조건이다.

2.2 추가 검보정 항목

검보정 작업 완료 후 정상 운영 기간 중, 일련

의 작업으로 사용자 측면에서의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작업을 수행하

였다. 아리랑위성 2호 영상자료 품질 평가 기준

[2]을 기반으로 아리랑위성 3호의 특성들

(characteristics)을 고려하여 영상자료 품질 판단

작업을 수행한 결과, 표 2와 같이 5가지의 추가

적인 영상자료 품질 저하 항목들을 정리할 수 있

었다[3].

2.2.1 Pixel burst

Pixel burst 현상은 위성 발사 전 실험실에서부

터 나타난 현상으로, PAN과 MS band를 동시에

촬영할 경우 MS 영상자료 상에 나타나는 띠 모양

의 노이즈 특성을 나타낸다. 다행히 Pixel burst의

발생 위치는 아리랑위성 3호 카메라인 AEISS

(Advanced Earth Imaging Sensor System)의 Line

rate (Line time) 값으로부터 계산이 가능하다. 단

지 Pixel burst 발생량은 사전 계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매 영상자료마다 별도로 측정하여 제거해야

한다. Pixel burst 제거 알고리즘은 현재 개발, 시

험 완료되어 처리시스템에 추가 예정이다.

2.2.2 Port difference

Port difference 현상은 Pixel burst의 경우에서

처럼 PAN (Panchromatric)과 MS (Multi-Spectral

band) band를 동시에 촬영할 경우, MS 영상자료

상에 나타나는 폭의 넓이가 불규칙한 넓은 띠 모

양의 노이즈 특성을 나타낸다. 다행히 Port

difference는 Pixel burst와 발생 원인이 비슷함에

따라, Pixel burst 제거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함

께 제거가 가능하다.

2.2.3 Center Pattern difference

Center Pattern difference 현상은 AEISS가 2개

의 CCD detector로 구성되어 있고, 두 CCD 상

에 존재하는 노이즈 특성이 서로 다름에 따라 나

타나는 현상이다.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상에

서 나타나는 특징은 Compression noise, Pattern

noise (Vertical, Horizontal, Diagonal), RNUC

(Residual Non-Uniformity Correction)에 의한 노

이즈 특성들이 두 CCD 상에서 복합적으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남에 따라, 두 CCD의 접합 부

분의 영상 상에서 구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 현상은 Compression noise, Pattern noise,

RNUC의 개선 작업이 완료되면, 상대적으로 개

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2.2.4 RNUC (Residual NUC)

RNUC은 아리랑위성 3호 AEISS 내 PR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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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Response Non-Uniformity)와 DSNU

(Dark Signal Non-Uniformity를 사용한 NUC 기

능만으로는 영상자료 상에서 대략 DN (Digital

Number) 값이 1500이하 영역의 NUC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남는 노이즈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이다. RNUC table은 현재 생

성, 시험이 완료되었으며, 처리시스템에 추가될

예정이다.

2.2.5 Compression noise

아리랑위성 3호 AEISS는 촬영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CCSDS (Consultative Committee for

Space Data System)의 JPEG2000 압축 알고리

즘을 사용하여 촬영된 영상자료를 압축비 ‘5.5’로

압축하여 전송한다. 문제는 본 압축 알고리즘이

손실 압축임에 따라, 압축이 풀린 영상자료 상에

압축 손실에 따른 Compression noise가 발생한

다. 아리랑위성 3호의 경우, PAN은 압축비를 ‘8’

에서 ‘5.5’로, MS는 ‘5.5’에서 ‘3’으로 변경하여

Compression noise를 최소화하고 있다.

2.3 영상자료 품질 보고서

검보정 작업 완료 후 정상 운영 기간 중, 아리

랑위성 3호 처리시스템에서 생성된 영상자료 제

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기본

적으로 아리랑위성 2호에서 사용한 기준을 기반

으로 아리랑위성 3호의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

료 품질 보고서 (QR (Quality Report) for

KOMPSAT-3 Image Data) 초안을 2013년 3월 완

성하게 되었다[5].

2.3.1 항목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품질보고서(초안)은

그림 1과 같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영상자료

품질보고서 내 항목들 중에는 아리랑위성 3호 영

상자료 품질의 대표 요구사항들인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GSD (Ground

Sample Distance), SNR (Signal to Noise Ratio)

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이유는 사용

자가 실제 매 영상자료 상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영상자료의 품질 기준이 일반적인 대표 품질 항

목 (요구사항)들로 대변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

인한다. 실제로 사용자들은 영상자료의 대표 품

질 항목인 MTF, GSD, SNR 값에 한해서는 영상

자료 상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품질 사양 표에 명시된

값을 신뢰한다. 대신에 사용자들은 단지 그림 1

의 영상자료 품질보고서(초안)에 명시된 품질 항

목들만을 확인한다.

그림 1.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품질보고서 (초안)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품질보고서(초안)에

명시된 품질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3장에서 각

각의 항목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한다.

a. Dynamic range

b. Saturation

c. Abnormal pixel (except Blooming)

d. Equalization inter-Detector (NUC)

e. Pattern noise (Diagonal, Horizontal,

Vertical, First pixel, Center pattern

f. Pattern noise (Pixel burst, Port difference)

g. Compression noise

h. Registration (MS-MS)

i. Registration (MS-PAN)

j. Locat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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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구성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품질보고서(초안)은

그림 1에서와 같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

어 있다.

a. QR. No.

b. User No.

c. Product ID

d. S/W Version (처리시스템)

e. Processing Date

f. Processed By (영상자료 생성자)

g. 각 항목별 영상자료 품질 Level 및

Constraint value, Check, Comment

h. Comment / Image chip

i. Reviewed Date

j. Reviewed By (확인자)

k. Review Comment

2.3.3 운영절차

기본적으로 처리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모든 아리

랑위성 3호 영상자료 제품 (Level 1R, Level 1G)들

은 영상자료 품질보고서(초안)에 따라 품질을 판단

하여 품질 Level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품질

Level이 결정된 영상자료 제품은 다음 절에서 설

명할 영상자료 품질 Level 정책에 따라 재처리 또

는 재촬영, 제한 배포 등의 방법을 취하게 된다.

2.3.4 품질 Level

품질 Level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결

정하게 된다.

Level 1: Accepted

Level 2: To be Proposed

Level 3: Rejected

품질 Level 정책에 따라, Level 1과 Level 2로

결정된 영상자료 제품은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단, Level 2의 경우에만 영상자료 품질보고서(초

안)이 함께 제공된다. Level 3로 결정된 영상자료

제품인 경우에는 재처리 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재촬영, 제한 배포 등의 선택적인 후처리

방법을 취하게 된다.

2.4 영상자료 품질 관점

2.3절에서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위성 영상자

료 품질을 대표하는 품질 항목 (MTF, GSD, SNR)

과, 사용자 측면에서 고려되어지는 위성 영상자료

품질 항목들 사이에는 서로 큰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위성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필

요한 정량적인 값으로써의 최종 요구조건인 위성

영상자료 대표 품질 항목과, 사용자가 영상자료를

사용하면서 요구하는 사용자 측면에서의 영상자료

품질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옳다.

a. 위성 개발 측면의 정량적인 품질 대표 항목

b. 사용자 측면의 영상자료 품질 항목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품질보고서(초안)에서

정의된 항목들은 아리랑위성 3호 사용자 측면의

영상자료 품질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사용자 측면의 영상자료 품질

을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품질보고서(초안)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3. 내 용

3.1 영상자료 품질보고서(초안) 항목

2.3.1절에서 나열한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품질보고서(초안)내 항목들 각각의 품질 Level의

판단 기준은 표 3과 같다[3].

Anomalies Image
Constraint (TBR)

Level 1 Level 2 Level 3

Dynamic range > 1000 500~1000 < 500

Saturation < 1% 1~2% > 2%

Abnormal Pixel (except
Blooming) ~2 3~10 > 10

Equalization: inter-Detector
(NUC) 20 DN

20~50
DN > 50 DN

Pattern
noise

diagonal, horizontal,
vertical, First pixel none isolated

noise
recurrent

noise

Center Pattern none
isolated

noise
recurrent

noise

Pixel burst (Port
difference)

20 DN 20~50
DN

> 50 DN

Compression noise none isolated
noise

recurrent
noise

표 3. 품질 Level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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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lated Recurrent

Number 2~4 >= 5

Area of 1 part 100x100 100x100

DN difference 20~50 DN > 50 DN

표 3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 품질 항목별 내용

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3.1.1 Dynamic range

K3_20130110191806_03480_18511222_L1R

Histogram of Linear 2% in Scroll window in ENVI

그림 2. Dynamic range 판단의 예

Dynamic range의 특징 및 품질 Level 판단 기

준은 그림 2와, 다음과 같다.

• Linear 2% in Scroll window in ENVI (TBR,

To Be Resolved)

- DN(Max - Min)

- "3500" = 4224 - 704

• Except the next area

- 그림 2 오른쪽 아래 histogram 노란색 부분

- Uniform bright area

- Forest, Farm, Desert, Ice, Mountain, Big

river, Big lake, etc.

- Snow, Cloud, Ocean, etc.

• Only ROI requested by User

※ User want a sufficient dynamic range in the

satellite radiometric resolution.

- KOMPSAT-3: 14bit

- 0 ~ 16383

- Not stretching in the Processing system

3.1.2 Saturation

Saturation의 특징 및 품질 Level 판단 기준은

그림 3과, 그림 아래에서의 설명과 같다.

MS Green band: Saturation in SF (2012.06.05)

K3_20130310175432_04341_19881329_L1R_B

SNOW

그림 3. Saturation 판단의 예

• Basically, >16383 DN, but

- The Saturated area has a width of DN

after the Processing system

• Except the next area

- Snow, Ice, Cloud, Salt desert, etc.

• Only ROI (Region Of Interest) requested by

User

※ User never want a saturated image data

product.

- Several exposures of Satellite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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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imaging area.

- KOMPSAT-3 has Two TDI (Time Delayed

Integration) stages.

- KOMPSAT-3 data collection planning

system has a Radiance (Reflectance)

calculating module in Worldwide.

3.1.3 Abnormal pixel (except Blooming)

Abnormal pixel (except Blooming)의 특징 및

품질 Level 판단 기준은 그림 4와, 그림 아래에

서의 설명과 같다.

그림 4. Abnormal pixel 판단의 예

• Abnormal DN of any Pixel

- (ex.) Speckle noise

- Number of Abnormal parts in a image

data product

- Not number of abnormal pixels

• Except Blooming

- But, in case of Big and Large blooming,

KARI Cal/Val team will inspect it.

- (ex) Left bottom figure.

- (TDI CCD)

※ User don't want the Abnormal pixel

- User needs the location of the Abnormal

pixel.

3.1.4 Equalization: inter-Detector (NUC)

Equalization: inter-Detector (NUC)의 특징 및

품질 Level 판단 기준은 그림 5와, 다음 설명과

같다.

그림 5. Equalization: inter-Detecctor (NUC) 판단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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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less than around 1500DN, NUC is NOK.

- Different DN range per each Band

- Lake, Ocean, River, Dark Shadow, etc.

• RNUC module in IRPE (Image Reception

and Processing Element) PMS (Product

Management System) has been Ready

- Updated RNUC table

※ One of the main purpose of the High

resolution image data product is 'detecting

and recognizing' on a Land area.

- but, User also want clear image in the

coast and lake area.

그림 6은 2.2.4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리

랑위성 3호를 위한 RNUC을 생성하여 실제 영상

자료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와 같이 RNUC을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에 적

용 후에 좀 더 노이즈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아리랑위성 3호 처리시스템에 RNUC

을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

그림 6. 새로운 RNUC을 적용한 예

3.1.5 Pattern noise (Diagonal,

Horizontal, Vertical, First pixel)

Pattern noise 중에서 Diagonal, Horizontal,

Vertical, First pixel의 특징 및 품질 Level 판단

기준은 그림 7과, 다음 설명과 같다.

• KOMPSAT-3 Radiometric resolution is '14

bit'

• The background noise level is '15 DN'

※ User may be difficult to determine any

information by the pattern noise.

- A rough de-noising may reduce and

remove any information.

- So, the optimized de-noising for

KOMPSAT-3 has been applied.

그림 7. Diagonal, Horizontal, Vertical, First pixel

noise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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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Pattern noise (Center pattern

difference)

Pattern noise 중에서 2.2.3절에서 설명한

Center pattern difference의 특징 및 품질 Level

판단 기준은 그림 8과, 다음 설명과 같다.

• The noise on Each detector is different

- Pattern noise

- Compression noise

- RNUC

※ User don't want any noise

- The optimized de-noising for KOMPSAT-3

has been applied.

그림 8. Center pattern difference의 예

3.1.7 Pattern noise (Pixel burst, Port

difference)

Pattern noise 중에서 2.2.1절과 2.2.2절에서 설명

한 Pixel burst와 Port difference의 특징 및 품질

Level 판단 기준은 그림 9와, 다음 설명과 같다.

• Only MS band

- Width of Pixel burst is '50 pixel'

- Width of Port difference is '300~1500'

- DN difference is '20~50 DN'

※ User don't want any noise

- The optimized de-noising for KOMPSAT-3

has been applied

그림 9. Pixel burst, Port difference의 예

그림 10. Pixel burst 제거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그림 10은 2.2.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Pixel

burst 제거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실제 영상자료

에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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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Pixel burst 제거 알고리즘을 영상자료에 적용

한 후에 좀 더 노이즈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아리랑위성 3호 처리시스템에 Pixel

burst 제거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 중

이다.

3.1.8 Compression noise

2.2.4절에서 설명한 Compression noise의 특징

및 품질 Level 판단 기준은 그림 11과, 다음 설

명과 같다.

• Compression ratio is '5.5' by CCSDS

122.0-B-1 (Wavelet)

- PAN has a little

- MS has many

- Uniform area nearby high frequency area

in city

※ User don't want the compression noise

- KOMPSAT-3 has been changed

PAN: '5.5'

MS: '3'

- KOMPSAT-3 has little compression noise

with the Compression ratio '3'.

그림 11. Compression noise의 예

3.2 영상자료 품질 관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소에서는 매

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월간 위성 운영보고회를

수행한다. 월간 위성 운영보고회를 통해 정기적

으로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의 품질 통계 자료

를 발표하고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1}.

그림 12. 영상자료 품질 Level 통계

(2014.07월 기준)

그림 12는 월간 위성 운영보고회에서 발표된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품질 Level 통계가 정

리된 그래프이다. 불량 영상자료인 Level 3이

10%보다 약간 적은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Level

2는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문제는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 품질보고서

가 아직 ‘초안’이기 때문에, 처리시스템에서 생성

되는 모든 영상자료의 품질 Level을 판단하여 결

정하고 있지 않고, 현재 아리랑위성 3호 자료 배

포 정책에 의해 영상자료 품질 Level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영상자료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즉

Level 1도 10%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임에 따라,

아직까지 아리랑위성 영상자료의 품질이 사용자

측면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2장에서 설명한, 이미 개발된 RNUC과

Pixel burst 제거 알고리즘이 추후 처리시스템에

추가되어 운영되고, 새로운 Compression ratio가

적용된다면, Level 2와 Level 3의 양이 많이 적

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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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영상자료 품질보고서 내 항목들의 Level 2

+ Level 3 현상

그림 13은 영상자료 품질보고서(초안)내에 정

리된 항목들의 품질 현황을 Level 2와 Level 3

결과를 합하여 정리한 그래프이다. Compression

noise의 불량률이 낮아짐과 함께 Pixel burst와

Center pattern difference의 불량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Compression ratio가 적용되어지고 있고, RNUC

과 Pixel burst 제거 알고리즘은 아직 처리시스템

에 추가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4. 결 론

위성 영상자료 품질을 대표하는 품질 항목

(MTF, GSD, SNR)과 사용자 측면에서의 위성 영

상자료 품질 항목 사이에는 서로 큰 차이가 존재

한다. 즉, 위성 영상자료 품질은 관점에 따라 다

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한다[10][11].

a. 위성 개발 측면의 정량적인 대표 품질 항목

b. 사용자 측면의 영상자료 품질 항목

사용자 측면에서의 위성 영상자료 품질에 대

한 관점을, 차를 구매하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일

반 구매자는 본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원하는 차

종 (Sedan, SUV 등)을 선택한 후, 본인의 예산과

취양에 따라 차 모델 (차 제작 회사, 모델 등)을

결정하고, 차 모델에 따른 사양 (엔진 크기, 제

원, 기능 등)까지 결정하고 나면, 차를 구매하기

위해 차량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최종 결정

(오점, 시운전 느낌, 추가 서비스 등)하여 구매를

한다. 추가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운영 중에

문제가 없다는 소문과 유지 관리가 편한 차량인

지 등의 조건들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같은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성 영상자료를 구

매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설명하면, 사용자의 사

용 목적에 따라 원하는 위성 영상자료 종류

(SAR, Visual, IR, 해상도 등)를 선택한 후, 사용

자의 예산과 취양에 따라 위성 영상자료 모델

(KOMPSAT-3, Landsat, SPOT, Pleiades,

Worldview, Geoeye 등)을 결정하고, 위성 영상

자료의 대표 사양 (GSD, MTF, SNR; 대표 품질

항목)까지 결정하고 나면, 위성 영상자료를 구매

하기 위해 해당 위성 영상자료 판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최종 결정 (노이즈 등의 사용자 측면의

영상자료 품질 항목)한 후 구매를 한다. 추가적

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신뢰도가 높고, 부가 설

명 및 지원이 정확하고 많은 지 등의 조건들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의 주목적 중 하나가

아리랑위성 3호 영상자료를 가능한 많은 사용자

들로부터 활용되어지는 것임에 따라, 그만큼 사

용자 측면에서의 영상자료 품질의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아리랑위성 3호는 이미 사용자 측면에

서의 영상자료 품질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있으

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소 내 검보

정팀의 추가 작업을 통해 영상자료 품질의 만족

을 위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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