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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he target detection using both high-resolution satellite SAR and Elecro-
Optical (EO) images such as TerraSAR-X and WorldView-2 is performe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s. The targets of our interest are featured by being stationary and appearing as cluster targets.
After the target detection of SAR image by using Constant False Alarm Rate (CFAR) algorithm, a series
of processes is performed in order to reduce false alarms, including pixel clustering, network clustering
and coherence analysis. We extend further our algorithm by adopting the fast and effective ellipse detection
in EO image using randomized hough transform, which is significantly reducing the number of false
alarms. The performance of proposed algorithm has been tested and analyzed on TerraSAR-X SAR and
WordView-2 EO images. As a result, the average false alarm for group of targets is 1.8 groups/64 km2

and the false alarms of single target range from 0.03 to 0.3 targets/km2. The results show that groups of
targets are successfully identified with very low false alarms.
Key Words :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Electro Optical (EO), High resolution, Target detection,

Cluster, Image fusion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TerraSAR-X와 WorldView-2 등을 융합하여 표적의 특성을

고려한 표적군(Group of targets) 검출을 수행하였다. 관심 대상으로 하는 표적은 고정되어 있으며, 군

(Group)을 이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표적 후보를 검출하기 위해 대상 물체의 레이더 후방산란 특성을 이용

한 Constant False Alarm Rate (CFAR)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검출된 표적 후보군으로부터 비표적을 제

거하기 위해 표적의 크기 정보를 이용한 화소 클러스터링, 표적군을 이루는 표적들간의 배치 특성을 이용한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그리고 SAR 간섭기법 적용이 가능한 간섭쌍이 있는 경우 긴밀도 정보를 이용하였다.

또한, 오경보(False Alarm)를 감소시키고 최종 표적을 결정하기 위해, 표적의 형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Electro-Optical (EO) 영상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타원 검출 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표적군 검출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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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첨단기술의 발달로 표적 탐지 등의 군사 정보를 활용

하는 군사 정보전은 군사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

다. 표적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지역에

서는 일반적으로 영상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

다. 영상을 이용한 표적 검출은 목표물로부터 반사된 신

호를 이용하여 영상에서 표적의 존재 유무를 탐지하는

것을 일컫는다.표적 검출을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영

상으로는 능동센서로 획득되는 SAR 영상과 수동센서

로 획득되는 EO 영상이 있다. SAR 영상은 전천후 센서

로 획득됨으로써 낮뿐 아니라 밤에도 표적을 관찰할 수

있고, 가시적 특성 외 객체의 재질과 같은 물리적 특성

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EO 영상은 SAR

영상에 비해 적은 기하학적 왜곡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

태 정보를 획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현재까지 영상을

이용한 표적 검출 방법은 육안판독이 주를 이룬다. 광범

위한 지역을 포함하는 위성영상에서 육안판독만으로

소형의 표적으로 구성된 표적군을 검출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안판독을 대체할 기

술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영상을 바탕으로 자동화된

표적 검출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Changlin and Xuelian, 2007; Ye et al., 2008; Lowe, 2004).

SAR 영상을 이용한 표적 검출 기법에는Constant False

Alarm Rate (CFAR, Novak et al., 1997), Wavelet Transform

(Chen and Li, 2009) 등이 있다. 이 중 CFAR는 주변에 비

해 매우 높은 밝기 값을 갖는 화소를 검출하는 방법으

로,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Novak et al., 1997). EO 영상을 이용한 표적 검출 기법은

SAR 영상을 이용한 기법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하며 에

지검출(Moon et al., 200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Chan et al., 2005), Multi-Layer Perceptron (MLP,

Javidi et al., 2002) 기법이 주로 쓰인다.

이후 고해상도 위성이 다수 발사됨에 따라 SAR 영상

은 최대 해상도 0.25 m 급의 TerraSAR-X와 1 m 급의

CosmoSkymed, Kompsat-5 위성 등이 운용중이며, EO

영상은 최대 해상도 0.5m의 WorldView-2와 Kompsat-3

위성 등이 운용중이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활용 가능

해지면서 기존의 중·저 해상도 위성영상으로는 관측이

어려웠던 소형 표적 등 좀 더 다양한 표적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한 표적 검출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Gao et al.(2009)은 고해상도 SAR 영상에 대해 CFAR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도심지에서 표적(운송수단) 검출

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표적이 아닌 물체가 다수 검출

되면서 실제 표적과 구분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었으

며, 국소 지역에 대해서만 테스트하였으므로 광역적인

범위에 대한 알고리즘 적용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Lee(2009)는 카메라 영상에 대해 PCA 방법을 적용하여

객체 인식 연구를 수행하였고, 기존의 같은 방법보다 인

식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객체의 방

향성과 배경의 복잡성에 따라 인식률이 떨어지는 단점

이 있었다.

이처럼 각각의 센서로 획득된 영상을 바탕으로 한 표

적 검출은 한계가 있으므로, 최근에는 SAR 영상과 EO

영상의 장점을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하여 표적 검출 효

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종

의 영상을 융합하는 기술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Suri and Reinartz, 2010; Fan, 2013) 이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하여 정형적인 방법이 개발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Song(2011)은 SAR 영상과 EO 영상을 융합하여 표적 검

출을 시도하였다. SAR 영상에서 추출된 예상 표적 지역

과 EO 영상에서 추출된 표적의 Edge 영상을 픽셀 단위

로 곱하여 공통부분을 추출함으로써 최종 표적 탐지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영상을 사용했을 때 보다 다

중센서 기반의 표적 탐지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제시한 방법은 영역 탐지에 중점을 맞추어

소형 표적 탐지 수행시 높은 오경보를 보이는 한계가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정되어 있고 군을 이루는 금속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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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10개 지역에 적용한 결과, 표적군 검출율은 100%, 단일 표적에 대한 오경보율은 0.03~0.3개/km2, 평

균 오경보는 1.8군/64 km2로 낮은 오경보와 높은 검출율을 보이며 표적군이 검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

된 표준화된 표적 검출 기법은 향후 무인화된 표적 검출 시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소형 표적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소형 표

적은 전체 영상에서 차지하는 화소 수가 적으므로 고해

상도 영상을 사용하였고, 높은 검출율과 낮은 오경보율

의 결과를 위해 각각 장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표적 검

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SAR 영상과 EO 영상을 함

께 사용하였다.

2. 표적의 특징

본 연구에서의 최종 검출 대상은 약 8-10 m의 소형 표

적으로 구성된 군사 표적군이다. 군사 표적군을 구성하

는 소형 표적의 종류는 두 가지로, 발사체(Launcher)와

레이더 안테나(Radar antenna)로 구분되며 표적의 형태

는 각각 Fig. 1에 나타내었다. 두 가지 표적은 모두 금속

성 재질이고, 고정되어 있는 객체이나 레이더 안테나는

몸체 중 상부가 회전하는 특징이 있어 발사체와는 구분

되고, 발사체는 주변부에 원형의 방호막이 있는 것이 레

이더 안테나와는 다른 점이다(Fig. 2 참조). 이밖에 표적

군을 구성하는 표적들은 일정 반경 안에 위치한다는 특

징이 있다. 표적간 거리가 매우 예외적으로 분포하는 경

우도 있지만, 표적군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약 1 km 내

외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검출 대상인 표적군의 모

식도는 Fig. 2와 같으며, 발사체(Target 1)와 발사체 주변

에 나타나는 원형의 형태(Launcher revetment) 그리고

레이더 안테나(Target 2)를 표시하였다.

Detection of Group of Targets Using High Resolution Satellite SAR and EO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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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picture showing the structure of group of targets(AIR POWER AUSTRALIA, 2014).

Fig. 1. (a) Model picture of launcher(AMI, 2014) and(b) radar antenna(SimHQ Inc., 2014).



3. 표적군 검출 기법 개발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SAR 영상과 EO 영상을 이

용하여 표적의 특징을 고려한 고정 표적군 검출 기법을

개발하였다. 표적군 검출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해상도

1 m 급의 TerraSAR-X SAR 영상과 WorldView-2 및

Pleiades EO 영상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의 과정을 포함

한다(Fig. 3). 전체적인 자료처리 시간은 시스템 성능과,

단일 SAR 영상을 이용할 경우와 두 개의 SAR 영상을 이

용한 경우 등 입력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

으로 약 3~5 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

1) SAR 영상의 반사특성을 이용한 표적 검출
2) 표적의 특징을 이용한 표적 클러스터링
3) 이종영상정합및EO 영상을이용한표적의형태검출

1) SAR 영상의 반사특성을 이용한 표적 검출

금속성 물체인 표적은 잘 반사되기 때문에 SAR 영상

에서는 매우 밝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므로, 표적군을

구성하는 각 표적에 대한 후보를 검출하기 위해서 SAR

영상에 대해 CFAR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CFAR 알

고리즘은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밝은 화소값을

갖는 화소를 검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

도 SAR 영상에 적용 가능하고, 다양한 비균질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G0분포를 기반으로 한

Gao et al.(2009)의 CFAR 검출기를 바탕으로 표적 검출

을 수행하였다(Fig. 4).

G0분포는 파라미터 추정이 용이하고 연산 시간이 짧

아 대용량의 고해상도 SAR 영상을 처리하기에 매우 효

과적이다. G0분포 모델은 식(1)과 같이 표현되며, SAR

영상의 파워값을 입력 자료로 한다. 파라미터인 α 값이

작고, γ 값이 클수록 분포가 완만한 형태를 띠게 된다. n

은 SAR 영상의multi-look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SAR 영

상은 스펙클 노이즈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어 이를 제거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multi-look을 수행하므로 보다 다

양한 환경의 SAR 자료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파라미

터이다. 그러나 소형 표적 검출에서는 표적 정보의 손

실을 방지하기 위해 멀티룩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n=1로 정의하였다.

           G0
I (α, γ, n) =              (1)

_ α, γ, n, I > 0

nnГ(n _ α) In _ 1

γαГ(n) Г(_ α)(γ + nI)n _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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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agram of target detection using CFAR(Gao et al., 2009).

Fig. 3. Flowchart of group of target detection using SAR and
EO images.



where α = shape parameter,
γ = scale parameter,
n = number of looks,
I = intensity variable.

Fig. 5는 후보 표적 검출을 위한 자료처리 순서도이

다. 먼저, 입력 영상에 대해 국지적으로 표적 검출을 수

행하기 위한 무빙 윈도우(Moving window) 사이즈를 결

정한다. 무빙 윈도우 구조는 Fig. 6과 같고, 영상에 대해

윈도우가 이동하며 표적을 검출한다. 개념도에서 전체

는 영상(흰색)을 나타내며, 표적 존재 여부를 테스트할

화소(검정색)와 표적 신호가 클러터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영역(진회색, Guard area), 클러터(회색)

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guard area를 포함한 구성

은 ‘square hollow-stencil sliding window’라 하여 고해상

도 SAR 영상을 이용하는 표적 검출 방법에 효과적이라

고 알려져 있다(Novak and Hesse, 1991). 이후 무빙 윈도

우 사이즈를 포함하는 국지적인 지역에 대해 표적 검출

을 위한 임계치를 산출하기 위해 G0분포의 파라미터를

추정한다. 그러나 임계치를 과대 추정하면 검출기 성능

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클러터 내 잠재적인 표적 등

의 간섭 신호를 찾아 잠재적인 표적을 제외시키기 위해

윈도우마다 G0분포에서 주어진 확률 이상에서 이상점

과 같이 매우 높은 값을 보이는 화소를 반복적으로 제

거한 후 임계치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임계치

산출을 위한 파라미터는 α̂와 γ̂두 개이며, 다음 식(2a)와

(2b)를 통해 계산되어진다(Gao et al., 2009).

                α̂ = _ 1 _                 (2a)

                            γ̂ = (_ α̂ _ 1)E(I)                            (2b)

표적의 유무 여부는 클러터로부터 두 개의 파라미터

를 추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적응적인 임계치를 계산

하여 대상 화소와 비교함으로써 판단한다. 표적 판별을

위한 적응적인 최종 임계치(T)는 식(3)과 같으며, 추정

된 파라미터인 α̂와 γ̂을 대입하여 임계치를 계산할 수

있다. 식(3)은 오경보율 pfa가 주어질 때, 식(4)로부터 획

득할 수 있다. CFAR는 오경보율을 일정하기 유지하고

자 표적 주변 값(클러터)에 따라 임계치를 변동시키며

표적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표적 판별을 위한 임

계치 산출을 위해서는 파라미터 α̂와 γ̂외에도 오경보율

가 주어져야 한다. 위성 SAR의 경우 오경보율을 10-3으

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표적 검출을 위한 적응

적인 임계치를 설정하는데 있어 오경보율은 매우 중요

하게 작용한다. 이에 표적을 검출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오경보율 선택하기 위해 테스트 영상에서 표적 샘플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오경보율을 10-4으로 정의하

였다. 오경보율 분석에 사용한 식은 식(5)와 같다.

                              T = γ̂ (pfa
1/̂α _ 1)                                (3)

                           1 _ pfa = ∫0

T fZI(I )dI                             (4)

                               pfa = ( + 1)α̂                                 (5)

산출된 임계치를 통한 표적의 존재 여부는 두 단계를

거쳐 판별한다. 1단계에서 다중 화소 평균값을 기반으

로 예상 표적 지역(3×3)을 검출하고, 2단계에서는 앞선

1단계에서 검출된 예상 표적 지역에 대해서 선별적으

로 단일 화소마다의 표적 검출을 수행한다. 이 방법은

Song et al.(2010)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고해상도 SAR

영상에서는 표적이 여러 화소 내에 점유되기 때문에 모

든 화소마다 표적 검출을 시도하지 않고, 1차로 선별된

예상 표적 지역에 대해서만 단일 화소 기반의 CFAR 검

nE(I2)
nE(I2) _ (n + 1)E2(I)

I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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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owchart of target detection algorithm.



출을 수행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

다. 이렇게 판별된 화소, 즉 표적의 결정은 테스트 화소

의 값이 임계치보다 클 때로 정의한다. 표적의 유무가

결정되면 다음 테스트 면적으로 윈도우를 이동시키면

서 영상 전체에 대해 표적을 검출하고, CFAR 검출기를

통해 검출된 화소들은 표적 후보가 된다.

2) 표적의 특징을 이용한 표적 클러스터링

SAR 영상으로부터 검출된 표적 후보 중에는 표적이

아닌 물체 또한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표적과

표적이 아닌 물체를 구분하고, 최종 표적을 결정하기

위한 후처리 과정으로써 표적 클러스터링이 요구되어

진다. 표적 클러스터링 과정은 총 세 단계로, 화소 클러

스터링(Target pixel clustering),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Network clustering), 긴밀도 분석(Coherence analysis)으

로 구성되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적 선별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화소 클러스터링이

다. CFAR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검출된 후보 표적은 단

일 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고해상도 영상에서의

표적은 여러 셀 내에 점유되기 때문에 같은 객체에 해

당하는 표적 화소들을 하나의 객체로 군집시켜주는 과

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자리나 모서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같은 객체로 인식하는 방법인 8-connected

neighborhood 방법을 사용하여 단일 화소들을 군집화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표적은 규격화되어 있으므로 영

상 내에서 일정한 길이와 면적을 갖기 때문에 군집화된

객체의 길이와 면적을 측정하여, 후보 표적 중 실제 표

적 조건에 부합하는 객체를 선별하기 위한 화소 클러스

터링을 수행하였다(Fig. 7). 표적의 길이와 면적을 만족

하지 않는 객체는 오경보로 간주하여 제거하였으므로

이 단계를 통해 오경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네트워크 클러스터링이다. 이는 표

적의 배치 구조 특징을 이용한 것으로, 표적들은 일정

범위 내에 군을 이루고 있는 특징을 이용하였다. 표적

의 배치 구조 및 거리계산을 수행하기 위한 모식도는

Fig. 8과 같다 . 표적 후보를 기준으로 Triang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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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llustration of calculating the distance between the
targets marked by circle and square.

Fig. 7. Measure properties of object.

Fig. 6. Illustration of moving window of CFAR modified from
Song et al.(2010).



Irregular Network (TIN)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그 거리가 설정한 길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네트워

크의 호(arc)를 제거한다. 최종적으로 호가 연결되지 않

은 즉, 클러스터가 아닌 단일의 표적은 배제한다(Fig. 9).

사용된 네트워크 길이 범위에 대한 임계치는 EO 영상

을 바탕으로 표적의 배치구조를 파악한 후, 표적 간 거

리를 다양한 경우에 대해 계산하여 통계적으로 산출하

였다.

마지막 단계는 긴밀도 분석이다. 긴밀도는 관측 시점

의 위성과 지표면 상에 존재하는 산란체 사이의 여러 가

지 조건에 따른 decorrelation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Decorrelation은 두 위성 사이의 공간기선거리, 두 영상

자료간의 도플러 중심 주파수 차이, 전자기파가 산란체

를 투과하였을 때의 굴절 현상에 의한 위상 변화, 온도,

두 영상 획득 당시 시간차이, 위상간섭처리 과정 중의

정합오차, 위성 궤도 위치 오차 등에 의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파장인 X-band로 획

득된 위성영상을 사용하므로 decorrelation 중 두 영상

획득 당시의 시간차이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자연물이 아닌 고정되어 있는 인공 객체인 표

적은 시간적 변이도가 작아서 긴밀도가 높게 측정되는

반면, 시간적 변이도가 큰 자연지물은 긴밀도가 낮게 계

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객체에 대한 긴밀

도를 계산하였고, 일정 긴밀도 값 이하의 표적 후보는

제거함으로써 오경보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긴밀도는 간섭도(Interferogram)를 생성할 수 있는 두 장

이상의 영상이 존재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를 만족

하지 않을 때에는 본 단계를 생략하여 입력 영상이 한

장일 경우에도 표적 검출이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을 설

계하였다.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에서 사용되는

표적 간 거리 임계치와 긴밀도 임계치는 알고리즘 개발

을 위해 획득된 테스트 영상에서 다수 표적의 긴밀도 값

을 추출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표적 간 거리 임

계치를 산출하기 위해 표적 간 거리를 계산한 결과로부

터 분포를 추정하였다.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적절한 확

률밀도함수를 선정하여, 99%의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임계치를 산출하였다. 긴밀도 분석을 위한 임계치는 표

적에서 산출된 긴밀도 값에 근거하여 경험적인 수치

(0.7)을 적용하였다.

3) 이종 영상정합 및 EO 영상을 이용한 표적의 형태
검출

표적 클러스터링 과정을 수행하여도 여전히 많은 후

보 표적이 잔여하므로 실제 표적을 선별한 후 최종 표

적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EO 영상을 이용한 타원

검출 기법(Ellipse detection)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표적은 공통적으로 불완전 타원을 갖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SAR 영상으로는 형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불

가능하므로 고해상도 EO 영상을 사용하여 표적의 특

징인 타원을 추출하였다. 이때 EO 영상 전체에 대해 타

원 검출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SAR 영상을 이용하여

선별된 표적의 위치로부터 EO 영상에서 일정 범위를

추출하여 타원 검출을 시도하였다. 이종 센서(SA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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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ample of network clustering: (a) initial targets, (b)
network construction by TIN, (c) final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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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획득된 영상을 융합하여 표적을 검출하기 위해서

는 사전에 영상 간의 정확한 정합(Image registration)이

요구된다. 정확한 정합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SAR 영상

으로부터 선별된 표적의 위치와는 다른 곳을 중심으로

한 EO 영상에 대해 타원 검출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

다. 10m DEM을 이용하여 SAR 정사영상을 생성한 후

EO 정사영상과 영상정합을 수행하였다. 영상정합을

위해 사용된 기법은 Suri and Reinartz(2010)의 Mutual

Information (MI)이다. 정합할 두 영상 간 화소값의 상관

성을 기반으로 영상의 유사성을 최적화시켜 기하학적

변환(Geometric transformation)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

종 영상간의 정합에 효과적이다. 타원 검출을 수행한 후

같은 클러스터에 추출된 타원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곳

을 최종 표적군으로 결정하게 된다. SAR와 EO 영상 융

합을 위한 자료처리 흐름은 Fig. 10과 같다.

표적이 포함하고 있는 타원 형태를 추출하기 위해서

는 널리 사용되는 Randomized Hough Transform (RHT)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우선 Canny, Sobel 필터 등 다

양한 경계선 검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경계선만을 추

출한 이진 영상을 생성한다. 임의로 추출된 두개의 점

을 타원 장축의 양 끝점으로 가정하여 타원의 중심에서

일정 거리에 들어오는 화소들로부터 단축 길이의 누적

배열을 생성하여 최대 누적을 갖는 단축을 선정한다. 선

정된 타원의 누적 화소와 타원 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된

이론적 화소값의 비율로 최종 타원을 검출하게 된다. 이

때 검출하고자 하는 타원의 불완전 정도에 따라 사용되

는 화소 비율의 경계값(Threshold)은 달라진다.

Fig. 11(a)는 타원 검출의 예를 위한 영상으로, 영상의

중심부에 검출하고자 하는 타원 객체가 있으며 주변부

에 선형의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검출하고자 하

는 타원 객체의 형태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이 특징적

이다. Fig. 11(b)는 영상에 대해 경계선을 추출한 결과를

이진 영상(Binary image)으로 나타낸 것으로써, 적색의

화소들이 경계선 화소들이다. 경계선 검출에는 Canny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Canny 알고리즘은 영상 안에

서 밝기차가 있는 곳을 추출하기 위한 최적의 알고리즘

으로써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Park et al., 2011). Fig. 11(c)

는 11(b)의 이진영상으로부터 두 가지 선형 경계선 추출

알고리즘(Douglas-Peucker polyline simplification, 곡률 계

산)을 사용하여 선형의 경계선을 추출한 후, 각 방법의

의해 검출된 선형의 경계선의 합집합을 제거한 결과이

다. 추출하고자 하는 타원은 영상의 해상도에 비해 크

기가 작고, 기대되는 타원의 불완전 정도가 크다. 따라

서 타원검출에 사용되는 화소 비율의 경계값이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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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usion method of SAR and EO data.



므로, 타원 형태의 경계선뿐만 아니라 선형의 경계선들

도 주변 경계선들의 영향으로 인해 타원으로 검출되기

때문에 선형의 경계선을 제거하였다. Fig. 11(d)는 선형

의 경계선을 제거한 이진 영상이 입력된 RHT 수행 결

과이다. 주어진 타원 검출 화소값의 비율을 만족하는 타

원 중 최적의 타원을 결정한 후 도시하였다.

4. 실험 결과

1) 실험 자료

본 논문에서는 표적이 영상 내에서 차지하는 화소가

매우 적기 때문에 고해상도 영상을 사용하였다. SAR 영

상은 TerraSAR-X high resolution spotlight mode를 사용

하였고, EO 영상은WorldView-2와Pleiades의PANSharpen

영상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해 사용된 영상은 SAR 영

상 17장과 EO 영상 10장으로 표적이 존재할 것으로 예

상되는 열 개 지역에서 획득하였다. 네 지역에서 다중

시기 SAR 영상 11장과 여섯 지역에서 각각 SAR 영상 한

장씩을 획득하였고, EO 영상은 각 지역마다 한 장씩을

획득하였다(Table 1). SAR 영상은 긴밀도 분석을 고려하

여 최소 획득 주기인 11일 간격으로 최대한 획득하였다.

2) 실험 결과

다음은 실험 자료 중H 지역(2013/11/08-2013/11/19)

에 대한 결과로써 제안한 표적군 검출 방법에 따라 수

행된 각 단계의 결과이다. 우선 CFAR를 적용한 후 화소

클러스터링을 수행한 결과는 Fig. 12와 같다. 파란색 점

은 CFAR 적용 결과를 나타내고, 빨간색 점은 CFAR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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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Example image for ellipse detection, (b) Binary
image of edges detected by Canny method, (c) Final
edges image(white line: removed linear edges), (d)
Optimal candidate of ellipse.

Table 1. List of TerraSAR-X data used for study

Area Date
Pixel spacing[m]

Incidence Angle[°] Polarization
range Azimuth

H(60km2)
2013-11-08 0.90 0.86 50.84 VV
2013-11-19 0.90 0.89 50.84 VV

J(56km2) 

2013-11-30 0.90 0.85 47.36 VV
2013-12-11 0.90 0.84 47.36 VV
2014-01-02 0.90 0.87 47.35 HH
2014-01-13 0.90 0.85 47.36 HH

P(74km2)
2013-06-01 0.90 0.86 59.28 VV
2013-06-23 0.90 0.87 59.28 VV
2013-07-15 0.90 0.86 59.28 VV

A(64km2)
2013-12-03 0.90 0.85 38.46 VV
2013-12-14 0.90 0.85 38.46 VV

D(66km2) 2014-03-03 0.90 0.85 57.54 VV
T(67km2) 2014-03-14 0.90 0.87 57.41 VV
B(56km2) 2014-03-09 0.90 0.85 39.34 VV
C(61km2) 2014-03-09 0.90 0.91 38.76 VV
E(67km2) 2014-03-25 0.90 0.86 39.12 VV
F(61km2) 2014-05-03 0.90 0.84 38.89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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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arget detection result from step of target pixel clustering.

Fig. 13. Target detection result from step of network clustering.

Fig. 14. Target detection result after applying coherence analysis(white box: remaining clusters).



용 후 표적 클러스터링 과정 중 화소 클러스터링을 수

행한 결과이다 . 총 17,693개의 화소가 검출되었고 ,

11,958개의 객체로 군집화 되어 표적 후보 중 1,135개만

선별되었다. 이 후 네트워크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113개의 클러스터에 733개의 표적이 선별되었고(Fig.

13),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표적에 대해서 긴밀도 분석

을 수행한 결과, 85개의 클러스터에 대하여 556개의 객

체가 선별되었다(Fig. 14). SAR 영상을 이용한 표적 선별

결과에 대해 EO 영상을 이용하여 타원 검출을 수행하

였고 검출된 타원은 Fig. 15와 같다. 표적 클러스터링 후

잔여하는 표적에 대해 타원 검출을 시도한 결과 총 88

개의 타원이 검출되었고, 이 중 클러스터에 타원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곳을 최종 표적군으로 검출한 결과 최종

적으로 타원을 3개 포함하는 한 개의 클러스터가 검출

되었다. 총 검출된 타원의 갯수는 3개이지만 중복을 제

외하면 2개의 표적이 검출된 것으로 원형의 형태를 포

함하는 Target 1의 개수와 일치한다. 최종 표적군 검출

결과는 Fig. 16에 나타내었다. 이밖에 Fig. 17은 A와 B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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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detected 88 ellipses using WorldView-2 image, including true targets marked by red box.

Fig. 16. The final candidate group of targets(white box).



역에 대한 최종 표적군 검출 결과이다.

표적군 검출 기법 개발을 위해 이밖에 실험 자료인

J~F 지역에 대해 Fig. 3의 과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각 지역의 표적군 검출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모

든 실험 지역에 대해 표적군이 검출되었으나 표적군에

대한 오경보 또한 존재하였다. P 지역은 표적군 오경보

가 발생하지 않았고, T, E, F 지역은 표적군 오경보가 가

장 높았으며 6개로 동일하였다. 입력 영상이 한 쌍일 경

우보다 단장의 영상일 때 상대적으로 오경보가 높았다.

표적군 검출 기법을 위해 수행되는 각 단계마다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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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he final candidate group of targets(white box),(A) Area A,(B) Area B.

Table 2. Summary of test results
Satellite SAR EO SAR+EO

Step Pixel clustering Network clustering
(cluster)

Coherence analysis
(cluster) Ellipse detection Decision(cluster)

A
R
E
A 

H(60km2) 1,135 733(113) 556(85) 88 (1)
J-1(57km2) 780 515(62) 313(37) 35 (1)
J-2(55km2) 1,123 792(90) 540(64) 45 (2)
P-1(74km2) 2,625 801(96) 537(64) 12 (1)
P-2(74km2) 3,310 749(78) 497(48) 13 (1)
P-3(74km2) 2,878 791(92) 501(60) 16 (1)
A(64km2) 819 434(65) 307(32) 35 (2)
D(66km2) 1,200 543(80) - 23 (4)
T(67km2) 751 243(53) - 47 (7)
B(56km2) 1,231 439(49) - 14 (1)
C(61km2) 458 338(51) - 20 (2)
E(67km2) 1,058 799(104) - 53 (7)
F(61km2) 904 626(83) - 88 (7)



경보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결과 수치를 평

균하여 비율(%)로 정리하였다. 즉, 연구 방법에서 이전

단계 대비 각 단계의 오경보 감소에 대한 기여도는 화

소 클러스터링 77%,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49%로 확인

되었다. 다음으로 긴밀도 분석의 기여도는 33%로 계산

되었다. 긴밀도 분석은 간섭쌍이 없는 단일영상일 경우

(D, T, B, C, E, F 지역) 수행할 수 없으므로, 타원 검출 효

과는 이 단계를 기준으로 입력 영상이 한 쌍인 경우와

단일 영상인 경우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타원 검출 효

과는 입력 영상이 한 쌍일 경우 93%, 단 장일 경우는

91%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EO 영상을 이용한 타원 검

출 단계에서 오경보 감소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CFAR는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계산량이 많지 않

은 장점이 있고, 오경보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

성이 있는 알고리즘으로,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표적

검출을 위해 오경보율을 10-4로 설정하여 표적 검출을

수행하였다. 표적군 검출 결과, 오경보율이 10-4일 때 검

출율(PD)은 100%로 확인되었다. 검출율은 실제 표적 개

수 중 검출된 표적 개수를 말하며, 식(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ig. 18은 각 지역마다의 표적군 검출 결과에 대

한 오경보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실험 결과 평균 오경

보는 1.8군/64 km2로 계산되었고 단일 표적에 대한 단

위 면적당 오경보율(식 7)은 최소 0.03개/km2, 최대 0.3

개/km²로 확인되었다.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표적군 검출을 시도하였으나,

표적이 존재하지 않아 표적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영상에 대해 EO 영상과 SAR 영상으로 육안

판독을 수행하였다. 육안판독으로 EO 영상에서 표적

군이 확인된 위치를 기반으로 SAR 영상에 대해 표적의

존재여부를 판독하였으나, 표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SAR 영상 검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EO 영상과의 융합을 통해 표적군을 검

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표적의 부재로 인해

SAR 영상으로부터 표적 검출이 선행되지 않을 때에는

표적군을 검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표

적 부재시에는 표적을 구성하는 주변 특징을 추출하는

등의 EO 영상을 사용한 표적군 검출을 수행한 후, SAR

영상을 이용하여 표적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

즘이 개발되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PD =                      (6)

                    FAR =                       (7)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정되어 있는 소형 표적을 검출 대상

으로 한다. 전천후 센서로써 낮뿐 아니라 밤에도 표적

을 관찰할 수 있고, 객체의 재질 등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고해상도 SAR 영상과 SAR 영상보다

적은 기하학적 왜곡으로 형태 정보를 획득하는데 유용

한 고해상도 EO 영상을 함께 사용하여 자동화된 표적

군 검출 모듈을 개발하였다.

표적군 검출 기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표적 후보를 검출하기 위한 표적 검출 단계로

SAR 영상을 이용한다. 두 번째는 검출된 표적 후보로부

터 대상으로 하는 표적을 구분하기 위한 표적 클러스터

링이다. 세 번째는 표적의 형태 정보를 기반으로 표적

을 결정하기 위한 불완전 타원 검출 과정으로써 EO 영

상이 사용된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SAR 영상을 기반으

로 한 표적 검출을 위해, 비균질한 클러터 환경을 포함

하는 고해상도 SAR 영상에 적합한 CFAR 검출기를 설

계하였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표적의 특징을 이용하여

일련의 표적 클러스터링 과정을 구성하였으며, 표적 클

러스터링에 사용될 파라미터는 통계분석을 통해 산출

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적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

다. 마지막 과정에서는 EO 영상을 바탕으로 표적을 구

No. of detectedtarget
No. of target

No. of false alarm
Tot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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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False alarms for detection of group of targets in test
areas.



성하는 특징의 일부분인 불완전 타원을 검출하기 위해

서 이에 적합한 타원 검출 기법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표적군 검출 기법을 검증한 결

과, 오경보율이 10-4일 때 표적군 검출율은 100%, 평균

오경보는 1.8군/64km2이며 단일 표적에 대한 단위 면적

당 오경보율은 최소 0.03개/km2, 최대 0.3개/km2로 매우

높은 검출율과 낮은 오경보를 갖는 결과를 획득하였다.

표적 선별 과정 및 표적 결정 과정에서 전 단계 대비 각

단계(화소 클러스터링,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긴밀도

분석, 타원 검출)의 오경보 감소에 대한 기여도는 77%,

49%, 33%, 93%로 타원 검출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였

다. 입력 영상이 단 장일 경우에는 긴밀도 분석을 수행

하지 않으므로 이 단계를 생략한 결과, 마지막 단계인

타원 검출의 효과가 한 쌍의 영상을 사용했을 경우보다

낮은 91%로 나타났다. 이로써 입력 영상이 단 장일 경

우 긴밀도 분석 단계를 생략하면 오경보 감소 효과가 저

하됨에 따라 오경보 증가 및 연산 시간 증가와 같은 단

점이 발생하지만 표적 검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두 경우에서 모두 타원 검출 단계의 기여

도가 가장 높은 것은 SAR와 EO 영상의 융합을 통해 표

적 검출율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로 판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표적군 검출 방법은

감시정찰 체계에 기여하고, 향후 무인화된 표적 검출 시

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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