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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satellite remote sensing,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f the satellite sensor causes
image degradation during the image acquisition. The degradation results in noise and blurring which badly
affect identification and extraction of useful information in image data. Especially, the degradation gives
bad influence in the analysis of images collected over the scene with complicate surface structure such as
urban area. This study proposes a multi-stage image restoration to improve the accuracy of detailed analysis
for the images collected over the complicate scene. The proposed method assumes a Gaussian additive
noise, Markov random field of spatial continuity, and blurring proportional to the distance between the
pixels. Point-Jacobian Iteration Maximum A Posteriori (PJI-MAP) estimation is employed to restore a
degraded image. The multi-stage process includes the image segmentation performing region merging
after pixel-linking. A dissimilarity coefficient combining homogeneity and contrast is proposed for image
segmentation. In this study, the proposed method was quantitatively evaluated using simulation data and
was also applied to the two panchromatic images of super-high resolution: Dubaisat-2 data of 1m resolution
from LA, USA and KOMPSAT3 data of 0.7 m resolution from Daeje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experimental results imply that it can improve analytical accuracy in the application of remote sensing
high resolution panchromatic imagery.

Key Words : High Resolution, Panchromatic Image, Image Degradation, Deblurring, Image
Restoration, Markov Random Field, MAP Estimation

요약 : 위성 원격 탐사에서는 센서 운영 환경으로 인하여 영상을 수집하는 동안 영상의 질 저하가 일어나

며 이러한 영상의 질 저하는 관측된 자료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출하는 데 악 영향을 미치는 번

짐 현상(blurring)과 잡음 (noise)을 야기시킨다. 특히 이러한 질 저하는 도시 지역과 같은 조밀한 구조를 가

지는 scene으로부터 관측된 영상 자료의 분석에 더욱 영향을 끼친다. 본 연구는 고해상도 범색 영상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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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 원격 탐사에서는 많은 요소들에 의해 영상을 수

집하는 동안 질 저하 현상이 발생한다. 질 저하 현상은

일반적으로 번짐 현상(blurring)과 잡음(noise)으로 대표

된다. 번짐 현상은 지표면의 영상 자료를 수집하는 위

성들은 지구의 궤도 상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영상 시스

템은 관측 목표물에 대해 고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움

직이는 영상 시스템을 통한 관측된 영상은 목표 지점의

주위로부터 반사 강도가 부분적으로 합쳐지는 번짐 현

상을 갖는다. 또한 센서의 성능 등 시스템의 불완전성

과 특히 대기의 turbulence에 의해 지표면으로부터 반사

강도에 잡음이 발생한다. 이러한 영상의 질 저하는 관

측된 자료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출하는

데 악 영향을 미치므로 질 저하된 영상의 복원은 원격

탐사 영상 자료의 사용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

한 작업이다.

위성 원격 탐사를 활용하여 지표면의 공간 정보를 정

확히 추출하기 위해서는 높은 공간 해상도의 영상 자료

가 필요하다.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은 초기에는 군

사/첩보목적으로 수십 센티미터 급의 해상도를 얻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중소형 규모의 위성에

1m급 이하의 해상도를 갖는 상업용 지구 관측 위성이

출현하였다. 미국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거치

면서 상업용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의 성능을 0.3 m 급

까지 향상 시키고 있으나,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아직

까지 약 0.5 m 급 해상도를 갖는 위성에서 발전이 정체

되고 있다. Table 1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1 m급 이하 범

색(panchromatic) 영상을 수집하는 지구 관측 위성 현황

을 보여 주고 있다. 지표면의 자세한 공간 구조를 분석

하기 위해서 고해상도 흑백 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

으며 특히 번짐 현상의 문제는 고해상도일수록 더욱 심

각하다. 본 논문은 관측 영상으로부터 질 저하 요소를

제거하여 도시 지역의 공간 분석의 정확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고해상도 흑백 영상을 위한 다단계 영상 복원

기법을 제안한다. 번짐 현상은 위성 영상 시스템의 움

직임에 의해 지표면에서 반사할 때 목표 지점의 주위로

부터 반사된 신호가 섞이고 여러 요인에 의해 잡음이 추

가된다면 다음의 질 저하 수리 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Y = X + N where X = Hμ                       (1)

위 의 식 (1)에서 μ는 지표면 원래 특성 강도이며 H는

번짐 현상을 나타내는 번짐 행렬(blurring operator)이며

X는 번짐이 일어난 강도이다. N은 Gaussian 분포를 가

진 가산 잡음이고 Y는 질 저하된 관측 강도이다.

Wiener filtering과 Lucy-Richardson algorithm(Gonzalez

and Woods, 1993) 같은 영상 복원의 전통적인 기술들은

번짐 현상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point spread function

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Chen et al., 2006). 그러나

원격 탐사 센서의 운영 환경은 복잡하고 특히 대기 상

태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정확한 질 저하 함수를 구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

화하기 위해 Markov Random Field (MRF) (Kindermann

and Snell, 1982)에 기반한 통계적 접근 방법이 제안되었

다. MRF는 통계 영상 처리 학에서는 공간적 연결성과

관련된 문맥 정보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 영상 처리 과

정의 MRF는 서로 이웃하고 있는 화소들은 같은 클래스

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영상 구조의 국지적 특성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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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저하 현상을 개선시켜 영상이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구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중 단계 영상 복원 과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질 저하 현상을 모형화 하기 위해 Gaussian 가산 잡음과

Markov random field로 정의되는 공간적 연결성, 중심 화소와 이웃 화소 간의 거리에 비례하는 번짐을 가

정하였다. 본 연구는 잡음 완화와 번짐 제거를 위해 Point-Jacobian Iteration Maximum A Posteriori

(PJI-MAP) 추정 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화소 연결 후 지역 확장을 통한 영상 분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는 지역 확장을 위하여 동질성과 대조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비유사 계수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

의 자료 실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 개의 고해상도 범색 영상 자료에 대해 적용하여 복원

의 효과에 대해 실험하였다. 사용된 원격 탐사 자료는 1 m급의 미국 LA지역에서 수집된 Dubaisat -2 자료

와 0.7 m급의 한반도 대전 지역에서 수집된 KOMPSAT3 자료이다. 실험 결과는 제안된 다중 단계 복원 과

정이 고해상 자료의 복잡한 구조의 자세한 분석에서 정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하고 있으며 Gibbs Random Field(GRF) (Georgii, 1979)

상에 정의된 lattice-like 물리적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분

자의 상태로서 화소의 형태를 간주함에 의해 수치 영상

분석에 적용된다. 이전의 MRF 접근법에서는 질 저하

모형으로 Gassian 분포의 가산 잡음 모형과 지표면 특성

의 공간적 연결성을 표현하는 MRF를 가정하였다. 질

저하 모형에 근거한 Bayesian 목적 함수를 구성하여

Point-Jacobian iteration(Varga, 1962)에 의해 원래 영상 강

도 값을 maximum a posteriori 추정한다. PJI-MAP 추정은

SAR 영상 자료의 speckle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소개 되

었으며(Lee, 2007a; Lee, 2007b) pan-sharpened 다중 분광

영상에 적용되었다(Lee, 2013). PJI-MAP 추정의 결과는

잡음 제거에서 종전의 통상적인 방법들에 비해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여 주었으나 공간적 연결성을 대표하는

MRF 사용에 의해 경계 지역이 불 분명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잡음 제거 후 번짐 현

상 모형을 가정하여 경계 지역의 선명성을 강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 복잡한 형태의 구조를 잘 보존

하며 효율적 잡음 제거를 할 수 있도록 PJI-MAP 추정을

위한 새로운 계수 추정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질 저

하 현상을 완화한 다음 서로 닿아 있는 이웃 화소 간 연

결을 수행한다. 이러한 화소 연결은 좁은 도로와 같은

미세한 구조의 영상 분할을 개선 하고 계산 효율성을

제고한다. 제안 된 다단계 방법은 잡음 제거 과정, 번짐

제거 과정과 화소 연결 과정으로 구성된다. 제안 방법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 영상

복원을 실시한 후 지역 확장 영상 분할(Lee, 2006) 결과

를 사용하였다. 또한 고해상도 영상의 지역 확장 영상

분할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비유사 계수

(dissimilarity coefficient)를 제안한다.

복잡한 형태의 복합 구조를 가진 지표면으로 관측된

실제 고해상도 영상 자료를 분석할 경우 정확한 지표면

의 참조 자료를 구성하기가 무척 어렵고 구성한다고 하

더라도 매우 일부 지역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일부 지

역의 참조 자료를 사용할 경우 채택된 지역에 따라 분

석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Gaussian 잡음과 Gaussian 번

짐(blur)(Shapiro, 2001)을 사용하는 모의(simulation) 자료

에 대해서는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실제 자료 분석

을 위해서는 특히 도시 지역과 같이 복합 구조를 가진

영상 scene을 위해서는 정성적 평가만을 수행하였다. 미

국 LA지역의 1 m급 Dubaisat-2 자료와 한반도 대전 지

역에서 관측된 0.7 m 급 KOMPSAT3 를 사용하여 제안

방법의 성능을 정성적 평가에 의해 검증하였다.

2. 영상 분할

영상 분할의 목적은 다소 불분명하지만 구역 내의 특

성은 동일하고 서로 이웃하고 있는 구역 간에는 서로 다

른 특성을 유지하도록 영상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는 것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지역 확장 영상 분할 과정은 한

화소 혹은 지역과 그의 공간적 이웃들을 비교하여 동질

성 기준 혹은 통계적 유사 치에 근거하여 합병하는 과

정을 포함하고 있다. 서로 연결된 동질성을 가진 화소

들의 집합을 지역이라고 정의한다면 본 연구에서는 사

용한 Region Adjacency Graph (RAG) 기반 지역 확장 분

할(Lee, 2006)은 매 단계 두 개의 서로 이웃하고 지역 간

의 합병을 통하여 지역을 확장시키는 지역 확장 군집

(clustering) 과정으로 결국에는 서로 이웃하고 지역들이

주어진 중지 규칙에 따른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도록

전체 영상을 여러 지역으로 분할한다. 영상 분할의 목

적은 비유사성과 관련된 비용을 최소로 하는 지역 분할

을 발견하는 것이다. 무감독 영상 분류 논문(Lee, 2006)

은 사전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하위 과정으로 비유사성

비용으로 전체 집단의 내부 표본 분산 (intra-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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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tellites with sub-meter panchromatic sensor
Satellite Resolution

GeoEye-1 41 cm
WorldView-1 50 cm
WorldView-2 46 cm
WorldView-3 31 cm
WorldView-4 31 cm

Pleiades-1A/-1B 50 cm
EROS-B 70 cm

KOMSAT-3 70 cm
KOMSAT-3A 55 cm

Cartosat-2 80 cm
GaoFen-2 80 cm

Jirin-1 72 cm
GaoJing-1 50 cm



sample variance)을 사용하였다. 영상 구조를 매우 적절

하게 대표하는 통계 모형을 사용하여 보다 나은 해를 구

할 수 있는 MRF 기반 비유사성 계수(Lee and Crawford,

2005)가 제안되었으나 계산상 복잡성을 가진다. 단일

band 영상의 경우 방대한 크기의 영상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전체 집단의 내부 표본 분산 비용은 단순하고

기본적인 지역의 동질성(homogeneity)을 잘 대표하므

로 적절할 수 있으나 도심 지역의 복잡한 구조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대조성(contrast) 또한 고려해

야 한다.

xk가 k번째 화소의 관측 강도이고 Gj가 지역 j에 속하

는 화소들의 색인 집합이고 nj가 화소들의 수이라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두 지역 r 과 s 간의 비유사성

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λ(r, s) = α Homogeneityr∪s + (1 _ α) Contrastr∪s    (2)

      Homogeneityr∪s = 

               _ [ + ]
                       Contrastr∪s = 

식 (2)에서 α는 동질성 가중 계수(homogeneity weight

coefficient)이고
_
xr와 σr2는 각각 지역 Gj의 평균과 분산

값이다. Homogeneityr∪s는 합병에 의한 내부 변동을 나타

내며 Contrastr∪s는 두 합병 지역 간의 차이를 나타낸다.

영상 분할의 최선의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 동질성 기준

을 제공해야 한다. 모집단의 특성 값에 근거한 모형

(parametric model)을 사용한 분석에서는 대부분 중지 규

칙은 chi-squared 혹은 F 분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

나 원격 탐사의 영상 자료에 대한 분포가 알려지지 않

았으므로 최선의 분할 형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non-

parametric 방법이 효과적 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중지 규칙을 제안한다:

                             > Rcut                               (3)

식 (3)에서 λt(r, s)는 t단계에서의 비유사 계수이고 Rcut

은 주어진 연속적 합병 단계에서 계수 값의 변동폭 허

용 한계이다. 새로이 제안된 비유사 계수와 중지 규칙

에 의한 모의 자료 실험 결과는 다음 장에 주어진다.

영상 분할 전 분할 결과의 정확성과 계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소 연결(pixel-linking)을 수행한다. 화

소 연결은 중심 화소와 8개의 이웃 화소 중 하나를 연결

시키는 과정이다. 중심 화소 (i, j )의 8개의 이웃 화소들

의 색인 집합과 최근접 이웃(closest neighbor: CN)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한다:

     R(i, j) = {(i, j + 1), (i _ 1, j), (i, j + 1), (i, j _ 1),
(i + 1, j + 1), (i _ 1, j _ 1),                           (4)
(i + 1, j _ 1), (i _ 1, j + 1)}

                CN(i, j) = d[(i, j), (r, s)]

식 (4)에서 d[(i, j ), (r, s)]는 화소 (i, j )와 (r, s)의 측정 값

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리를 나타내며 식 (2)의 비유사

계수 λ로 사용할 수 있다. Fig. 1에서 화소 연결의 예제

를 보여준다. Fig. 1의 왼쪽 그림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행의 CN들은 다음과 같다:

CN(1,1) = (2,2)     CN(2,1) = (2,2)
CN(1,2) = (2,3)     CN(2,2) = (1,1)
CN(1,3) = (2,3)     CN(2,3) = (1,3)
CN(1,4) = (1,5)     CN(2,4) = (2,3)
CN(1,5) = (1,4)     CN(2,5) = (3,5)

Fig. 1의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의 연결에 의하여

분할된 7개 지역의 분할을 보여준다.

3. 잡음 완화

잡음 제거 과정은 질 저하된 관측 강도로부터 잡음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각각 관측 강도와 원래 강도(복원하

∑
k∈Gr∪s

(xk
_ _

xr∪s)2

σ2
r∪s

∑
k∈Gs

∑
k∈Gs

(xk
_ _

xr)2

σ2
r

(xk
_ _

xs)2

σ2
s

(
_
xr

_ _
xs)2

σ2
r∪s

λt + 1 (r, s)
λt(r, s)

argmin
(r, s)∈R(i,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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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pixel-linking.



고자 하는 강도)와 관련된 두 개의 continuous random

field를 결합한 영상 과정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복합

stochastic 모형의 영상 과정에 대해서 최적의 영상 복원

을 결정하는 목적 함수는 Bayesian 이론에 근거하여 구

성된다. 잡음을 가진 영상 Y에 대해서 Bayesian MAP 추

정은 잡음이 없는 영상 X의 사후 확률의 mode를 발견

하는 것으로 다음의 log-likelihood 함수를 최대화하는

것이다:

                lPN = loge P(Y | X) + loge P(X )                 (5)

오른 쪽의 두 번째 항목은 원래 강도 X의 특성에 대

한 사전 정보를 나타내며 공간적 연관성을 계량화하는

MRF모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MRF의 에너지

함수로 하나의 화소쌍으로 구성되는 pair-clique들의 집

합 체계 Cp와 비대칭 잠재 함수를 사용한다(Lee, 2007a).

Pair-clique 에너지 함수는 수치 영상의 화소간 공간 상

호 작용을 위해서 제곱 Euclidian 거리의 가중치의 합으

로 정의한다. IN = (1, 2, …, N )이 화소 색인들의 집합이

고 X = (x1… xN )T를 원래 강도 vector라 할 때 Pair-clique

에너지 함수는 다음과 같다:

                       Ep (X ) = βij (xi
_ xj)2                        (6)

식 (6)에서 IN은 영상의 화소 색인들의 집합이며 함

수에 의한 확률 표현은 강도 값의 유사성에 따라 서로

이웃하고 있는 화소들 사이의 공간적 연관성을 나타

내며 βij 는 i 번째와 j 번째 화소간 결합 강도를 나타내

는 비음 계수이다. 공분산 행렬이 Σ인 Gaussian 분포

의 잡음을 가지고 원래 강도의 공간적 연관성을 MRF

로 모형화 하는 식 (2)의 log-likelihood 함수는 다음과

같다:

           lPN∝ _ (Y _ X )T Σ-1 (Y _ X ) _ XT BX            (7)

                             B = [bij |i, j∈In]

              bij = [ ]
원래 강도 X의 MAP추정은 식 (7)의 log-likelihood 함

수의 1차 미분 방정식에 의해 구해 진다:

                        Σ_1 (Y _ X ) _ BX = 0                          (8)

식 (8)은 Point-Jacobian 반복 (Varga, 1962)에 의해 풀

어 질 수 있다 (Lee, 2007a):

            X̂ k = D_1 (Σ_1 Y _ SX̂ t _1 ), t = 1, 2, …

   D = [Dij, i∈IN, j∈IN |Dii = Σ_1 + bii and Dij = 0]     (9)

          S = [Sij, i∈IN, j∈IN |Sii = 0 and Sij = bij]

식 (9)의 반복 과정은 D _1 S의 spectral radius가 1보다

적다면 유일한 해로 수렴을 한다(Cullen, 1972). 개별 i번

째 화소에 대해 초기 추정치 xi
0 = yi가 주어진다면 t번째

반복 단계에서 MAP 추정은 다음과 같다:

 x̂ it = (σi
_2 + bii)_1 (σi

_2 yi + c βij x̂ j
t _ 1), t = 1, 2, … (10)

식 (10)에서 c <1는 반복 추정의 수렴 상수이고 WC는

번째 화소를 중심으로 이웃하고 있는 화소들의 색인 집

합으로 정해 진 크기의 창으로 본 연구에서는 25×25크

기의 정사각형 창을 사용한다(Fig. 2)

원래 강도의 MAP 반복 추정은 이웃 창의 크기를 정

하고 관측 영상 Y의 (공)분산 행렬이 Σ이 주어진다면 결

합 강도 계수 값을 각 반복 단계마다 수정된 영상으로

부터 구해 진 값으로 갱신하면서 반복 과정을 수행한다.

반복 추정의 k단계에서 주어진 이전 단계의 원래 강도

추정치에 대해서 현재 단계의 원래 강도의 사후 확률을

최대화하는 단일 밴드 영상 자료를 위한 결합 강도 계

수를 추정하여 사용하였다(Lee, 2007a). 본 연구는 결합

강도 계수로 2차 거리 대신 지수 거리를 사용하였다. 결

합 강도 계수 βij = φi αij 로 표현한다면 φi는 식 (5)에서 관

측 자료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사전 정보의 크기를 나

타낸다. αij는 중심 화소와 WC에 속한 이웃 화소 간의 상

대적인 결합 강도로 Σj∈WC
αij = 1이다. 추정 과정의 조

절 상수 r 이 주어진다면 t 번째 반복단계에서 의 추정

∑
i∈IN

     _ βij           for (i, j)∈Cp

∑(i, j )∈Cp βij          for i = j
       0               otherwise

∑
j∈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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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2nd Order Clique Neighbor Window.



값은 다음과 같다:

               αij = [
              zij = θj exp _1 [θi Tt (x̂i

t _ 1 _ x̂j
t _ 1)2 ]              (11)

                where Tt = γt T0 and θi = σi
2/_σ 2.

                  φ̂i = 

식 (11)에서 Tt 는 t단계에서 추정 상수 (estimation

constant)이고 γ는 주어진 추정 증가 계수(estimation

increasing coefficient)로 1.0 혹은 그 이상의 값을 갖는다.

화소 값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θi는 i 번째 화소의 분산

(σi
2)을 전 영상의 평균 분산(

_
σ2)으로 나눈 값이다. Tt는

초기에는 낮은 추정 상수를 가지며 반복이 진행됨에 따

라 점점 높은 값을 가지도록 설정된다.

Fig. 3은 모의 자료 실험을 위한 2개의 class를 가진

pattern을 보여주고 있다. 모의 실험에서는 도심 지역의

scene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pattern을 사용하였으며

pattern의 각 class는 일정한 평균 값을 가지며 모의 자료

는 평균 값에 Gaussian 잡음이 가산되어 생성된다. 각

class간 평균 값 차이는 일정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잡음

수준 SNR(signal noise ratio)은 일정한 평균 값 차이를 잡

음 편차 값으로 나눈 값으로 표현된. SNR이 적을수록

잡음 수준이 높다. 잡음 수준의 예제는 5장의 Fig. 10에

서 보여준다. 식 (11)의 Point Jacobian Iteration MAP(PJI-

MAP) 추정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모수는 추정 상수이

다. Fig. 3의 Pattern A에 대해 다양한 SNR를 가진 잡음

자료를 생성하여 추정 상수가 잡음 완화에 미치는 영향

을 실험하였다. Figs 4과 5는 일정한 상수 T0를 사용하여,

즉 추정 증가 계수를 1로 설정하여 매 반복단계에서 초

기 추정 상수 T0를 사용한 PJI-MAP 추정 복원의 결과에

대한 분석 값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 분석 값으로는 평

균 제곱 오류(mean squared error: MSE)와 영상 분할 오

류율(segmentation error rate)을 사용하였다:

                      MSE =                      (12)

식 (12)의 MSE는 원래 pattern의 평균 값과 관측 혹은

잡음 완화 영상과의 차이를 측정한 값으로
_
xi는 i번째 화

소의 pattern값이고 xi는 i번째 화소의 관측 혹은 잡음 완

화 값이다. 영상 분할 오류율은 분할된 영상에서 각 분

할 지역에 속한 화소들이 pattern에서 같은 class에 속하

지 않을 확률이다. Fig. 4에서 수평 축은 T0값을 나타내

며 T0 = 0은 잡음 완화를 수행하지 않은 원래의 모의 잡

음 영상(관측 영상)을 의미한다. 이번 장의 실험의 영상

분할에서 동질성 가중 계수와 변동폭 허용 한계로 각각

∑ i∈IN (xi
_ _

xi )2

N

r
σi

2 ∑j∈WC (x̂i
t _ 1 _ x̂j

t _ 1)2

          for j∈WC

           0              otherwise

zij

∑ k∈WC
z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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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SE and segmentation error rate of PJI-MAP estimation
with uniform estimation constant for noisy simulation
images with different SNRs.Fig. 3. Simulation pattern (Pattern A).



0.5와 5.0을 사용하였다. PJI-MAP 추정 복원은 T0가 0.5

일 때 최저점으로 T0가 증가함에 따라 MSE가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잡음이 높은 자료(SNR = 1/3)에 대해

서는 오류율 역시 0.5일 때 최저점으로 T0가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나 잡음이 낮은 자료(SNR = 1.0)에 대해서

는 T0 = 1.0일 때 최저이다. PJI-MAP 추정 복원은 SNR

= 1/3과 SNR = 1.0의 잡음 영상으로부터 MSE의 관점

에서 잡음 수준을 각각 80.2%(2692.0 → 2160.0)과 78.6%

(1205.8 → 947.2) 로 낮추었으며 분할 오류율은 16.4% →

8.67%와 5.63% → 2.49%으로 낮추어 졌다. Fig. 4는 서로

다른 초기 상수(T0 = 0.1, 0.2, 0.5)와 추정 증가 계수(c =

2, 3, 4, 5)를 사용한 결과 값을 보여준다. SNR = 1.0의 잡

음 영상에 대해서 MSE는 낮은 초기 상수와 작은 추정

증가 계수에서 더 적은 값을 가졌으나 분할 오류율은 낮

은 초기 상수와 큰 추정 증가 계수에서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였다. 최선의 분할 오류율은 T0 = 0.1와 c = 5에

서 2.15%로 낮추어 졌다. SNR = 2.0의 잡음 영상에 대해

서 MSE는 높은 초기 상수와 큰 추정 증가 계수에서 최

선의 결과를 가졌다. Table 2는 SNR = 1.0 자료에 대한

영상 분할 후 분할 지역 수를 보여준다. 초기 추정 상수

와 추정 증가 계수가 커질수록 동일한 한계 허용 값에

대해 약간 많은 분할 수를 생성한다.

4. 번짐 제거

번짐 현상은 움직임을 갖는 인공위성에 탑재된 센서

에 의해 지표면으로부터 반사 강도가 수집되므로 목표

지점의 주위로부터 반사된 신호가 섞이므로 발생한다.

만약 잡음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잡음이 완화된 영상

을 X, μ를 지표면 특성에 따라 갖는 고유 값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정의할 수 있다:

                                 X = Hμ + ε                                (13)

식 (13)의 ε는 잔여 잡음이고H는 번짐 행렬이고 순환

(circular) 형태를 가진다. 만약 중심 가중 값 w0가 주어 지

다면 번짐 계수, 2차 번짐 창과 4×4 영상의 번짐 행렬

예제가 Fig. 6에 보여준다.

번짐 현상에서 중심 가중 값 w0은 0.5보다 큰 값으로

Multi-stage Image Restoration for High Resolution Panchromatic Imagery

–557–

Fig. 5.  MSE and segmentation error rate of PJI-MAP estimation
with estimation increasing coefficient for noisy simulation
images with different SNRs.

Table 2. Segmented Partition Number for SNR = 1.0
T0 No.

γ
T0

0 615 0.1 0.2 0.5
0.5 599 2 533 575 677
1 662 3 556 632 705

1.5 715 4 588 638 717
2 743 5 604 656 741



설정하고 중심 가중 값과 이웃 화소들의 번짐 가중 값

은 0보다 크며 모든 값의 합은 1이고 한다. 즉 w0 + 4w1 +

4w2 = 1.

잔여 잡음을 Gaussian 잡음으로 가정한다면 μ의

MAP 추정은 잡음 완화 과정처럼 PJI-MAP 추정에 구해

진다:

                          HT Σ_1 (X _ Hμ) = 0                         (14)

      μ̂i
t = (σi

_2 + wwii)_1 (σi
_2 wij xi + wwij μ̂j

t _ 1), 
       t = 1, 2, ….

W0B는 H의 번짐 창에 속하는 중심 화소를 포함한 이

웃 화소들의 색인 집합이고 WBB는 HT H의 번짐 창에 속

하는 중심 화소를 포함하지 않은 이웃 화소들의 색인 집

합이다. wij 와 wwij 은 각각 W0B와 WBB의 가중 계수이다.

Fig. 7에 Fig. 6의 H의 번짐 창에 대한 HT H의 번짐 창을

보여준다.

번짐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식 (14)에서 중심 가중 값

은 0.5 에 가까운 값을 사용하면 추정이 수렴하지 않고

왜곡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 추정을 위해 1에 가까운 값

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높은 차수의 번짐 창의 사용

은 계산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Fig. 8에 보이는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최대 반복 회수 nmax를 사용하는

feedback system을 사용하였다. 모의 실험을 위해서 Fig.

9에 보여진 편차 0.75의 Gaussian 번짐이 발생한 pattern

을 사용하였다. Table 3은 4 개의 중심 가중 값(w0 = 0.6,

0.7, 0.8, 0.9)을 사용하여 최대 10번까지 반복을 실험 결

과를 갖고 있다. Table 3에서 BND(boundary difference)

∑
j∈W0B

∑
j∈W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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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eedback deblurring system.

Fig. 7.  Blurring window of HTH.

Fig. 6.  Circular blurring matrix of 4 × 4 image for 2nd order blurring window.



는 pattern에서 class간의 경계에서 화소 값의 차이의 평

균이고 MSE는 번짐이 없는 원래의 pattern 값과 번짐이

있는 pattern 값과 제곱 오류 값이다. 번짐이 없는 원래

의 pattern에서 BND = 60이고 당연히 MSE = 0 이다.

Table 3에서 n은 feedback system에서 반복 회수로 n = 0

은 번짐 현상 제거 수행을 하지 않은 영상에 대한 결과

이다. BND는 영상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값이며 클수

록 영상의 서로 다른 지역의 경계에서 큰 차이를 가진

다. Table 3의 결과에서 중심 가중 값으로 0.7를 사용하

여 6번 반복했을 때 완전히 번짐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구조를 가진 scene에서 관측된 자

료에 대한 실제 적용에서는 좀 더 1에 가까운 값을 사용

하는 것이 좋다.

5. 실 험

1) 모의 자료 실험

제안된 다중 단계 영상 복원 과정에 각 개별 단계에

대한 모의 자료를 사용한 평가는 이 전의 장들에서 수

행하였고 전 과정을 통합한 실험을 수행 하기 위해 2 개

의 pattern을 사용하여 번짐과 잡음을 동시에 갖는 모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첫번째 모의 실험에서는 Fig. 3의

Pattern A를 사용하여 편차 0.75와 1.0의 Gaussian 번짐과

SNR 1.0과 2.0의 Gaussian 잡음을 갖는 256×256 크기의

자료를 생성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자료의 32×32 크기

의 소 지역 영상 자료가 Fig. 10에 보여진다.

이 실험에서 PJI-MAP 잡음 완화를 위해서 초기 추정

상수(T0)를 0.1과 0.5, 추정 증가 계수(γ) 2.0과 5.0을 사용

하였고 번짐 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와 중심 가중 계수

(w0) 0.8을 사용하여 번짐 제거를 수행한 경우를 비교하

였다. 사용한 Pattern A는 균일한 배경에 배경과 다르고

동일한 평균 값을 갖는 476개의 사각형 지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실험에서는 평가 목적으로 영상 분할이

주어진 영상을 477(배경 + 476개의 사각형)의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분할하도록 설정하였다. Table 4는 모의한

원래 잡음 자료에 대한 결과 값이다. Table 4에서 MS는

pattern의 평균 값과 원래 잡음 자료와 차이를 나타내며

오류율은 잡음 자료를 복원을 수행하지 않고 영상 분할

에 적용했을 때 분할 오류율이다. Tables 5와 6은 각각

잡음 수준 SNR이 2.0과 1.0일 때 다중 단계 영상 복원에

서 번짐 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와 번짐 제거를 수행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 준다. 다중 단계를 적용한

후 MSE는 현저히 줄었으며 오류율은 적용 전의 오류율

의 50%이하로 줄어 들었다. Fig. 11은 잡음 자료를 복원

을 수행하지 않은 영상 분할과 초기 추정 상수 T0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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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Non-blurred pattern(left) and Gaussian-blurred pattern
with σ = 0.75 (right).

Table 3. Boundary Difference and Mean Squared Error of Deblurred Pattern with Different Center Weight

n
w0 = 0.6 w0 = 0.7 w0 = 0.8 w0 = 0.9

BND MSE BND MSE BND MSE BND MSE
0 22.5 104.7
1 26.2 87.8 25.5 87.1 23.9 95.8 23.6 98.7
2 33.2 63.2 28.7 71.2 25.3 88.2 24.6 93.4
3 43.8 33.2 34.0 49.3 27.3 78.7 25.6 88.8
4 51.3 17.0 42.2 24.3 30.5 64.6 26.5 84.6
5 56.0 7.9 53.4 5.5 33.9 51.7 27.5 80.7
6 58.6 4.9 59.4 0.1 38.5 37.5 28.5 77.2
7 59.1 4.5 60.0 0.0 44.5 23.2 29.5 73.9
8 59.1 4.6 60.0 0.0 51.1 12.3 30.7 70.1
9 59.1 4.7 60.0 0.0 54.5 6.1 31.9 66.6
10 59.1 4.8 60.0 0.0 57.3 2.4 33.5 62.6



추정 증가 계수 (γ = 2.0)과 중심 가중 계수(w0 = 0.8)를

가지고 다중 단계 영상 복원을 수행한 후 영상 분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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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egmentation results of simulated data(top) and restored data(bottom) with SNR level of 2.0.

Fig. 10.  Pattern A simulation sub-images: blurred pattern (top
row), SNR = 2.0 (center row) and 1.0 (bottom row) with
(left column) Gaussian blur with σ = 0.75 (left column)
and σ = 1.0 (right column).

Table 4. MSE and Segmentation Error Rate of Pattern A
Simulation Images

Observation
Gaussian Blur σ

1.00 0.75

MSE
2.0 447.7 391.6
1.0 1336.9 1293.3

Error Rate
2.0 12.1% 7.5%
1.0 23.4% 21.6%

Table 5. Results of Multi-Stage Image Restoration for Pattern
A Simulation Images of SNR = 2.0

MSE (SNR = 2.0)

σ γ
No Deblurring w0 = 0.8

T0 = 0.1 T0 = 0.5 T0 = 0.1 T0 = 0.5

1.00
2.0 357.8 343.7 346.1 338.0
5.0 346.9 353.0 339.5 352.4

0.75
2.0 310.9 292.7 301.7 288.6
5.0 292.4 292.5 285.4 290.1

Segmentation Error Rate

σ γ
No Deblurring w0 = 0.8

T0 = 0.1 T0 = 0.5 T0 = 0.1 T0 = 0.5

1.00
2.0 5.90% 5.15% 5.80% 5.20%
5.0 5.20% 5.37% 5.14% 5.49%

0.75
2.0 3.90% 2.93% 3.76% 2.90%
5.0 2.75% 2.61% 2.75% 2.65%



분할 영상들을 보여준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복원을 수

행하지 않은 영상 분할은 주어진 scene에 존재하는 객체

들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만 복원한 영상 분할은 다소

오류는 있지만 정확히 객체들을 표현하였다. Fig. 12는

Fig. 11의 분할 영상에 대한 histogram을 보여준다 .

Pattern A에서 사각형의 평균 값은 165이고 배경의 평균

값은 110이었다. Fig. 12의 복원을 수행한 영상 분할은

배경을 확실히 구별을 하였으므로 복원을 수행한 영상

분할을 통해서 정확히 scene에 존재하는 객체의 수를 정

확히 셀 수 있다. Tables 5와 6에서 보듯이 잡음 수준이

낮을 때 (SNR = 2.0) 번짐 제거에 의해 MSE는 개선되었

지만 분할 오류율은 거의 같은 수준이었고 잡음 수준이

높을 때 (SNR = 1.0) 번짐 제거에 의해 정량적 평가에서

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 모의 실험에서는 Fig. 13의 Pattern B를 사용하

여 편 차 1.0의 Gaussian 번 짐 과 SNR 0.67과 1.0의

Gaussian 잡음을 갖는 1024×1024 크기의 자료를 생성

하였다. 이 실험에서 PJI-MAP 잡음 완화를 위해서 초기

추정 상수(T0)를 0.1과 0.5, 추정 증가 계수(γ) 1.0, 2.0과

5.0을 사용하였고 번짐 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와 중심

가중 계수(w0) 0.8을 사용하여 번짐 제거를 수행한 경우

를 비교하였다. 번짐 제거를 위한 feedback system을 위

해서 번복 회수 nmax로 1과 2를 사용하였고 영상 분할의

중지 규칙을 위하여 Rcut = 10.0으로 설정하였다. 주어진

영상을 477(배경 + 476개의 사각형)의 지역으로 강제적

으로 분할하도록 설정하였다. 모의한 원래 잡음 자료에

대한 결과는 SNR = 0.67인 경우 MSE = 394.7이었고 분

할 오류율은 6.9%이었고 SNR = 1.0인 경우 MSE =

102.4이었고 분할 오류율은 0.8%이었다. Tables 7과 8은

다중 단계 영상 복원에서 번짐 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

와 번짐 제거를 수행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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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Histogram of segmentation results of simulated data (top) and restored data(bottom) with SNR level of 2.0.

Table 6. Results of Multi-Stage Image Restoration for Pattern
A Simulation Images of SNR = 1.0

MSE (SNR = 1.0)

σ γ
No Deblurring w0 = 0.8

T0 = 0.1 T0 = 0.5 T0 = 0.1 T0 = 0.5
1.00 2.0 1139.4 1179.5 1125.7 1210.3

5.0 1171.0 1213.2 1195.2 1272.1
0.75 2.0 1067.9 1106.1 1052.1 1134.5

5.0 1098.8 1146.0 1116.6 1200.8
Segmentation Error Rate

σ γ
No Deblurring w0 = 0.8

T0 = 0.1 T0 = 0.5 T0 = 0.1 T0 = 0.5
1.00 2.0 12.20% 13.48% 12.60% 15.40%

5.0 12.66% 14.77% 13.84% 16.73%
0.75 2.0 9.36% 9.96% 9.48% 11.15%

5.0 9.37% 11.16% 10.75% 12.91%

Fig. 13.  Simulation pattern (Pattern B).



다. 다중 단계를 적용한 후 평균적으로 SNR = 0.67인 경

우 MSE는 394.7에서 304.7(253.6)로 줄었으며 오류율은

6.9%에서 0.86%(0.61%)로 줄어 들었으며 SNR = 1.0인

경우 MSE는 102.4에서 69.8(55.5)로 줄었으며 오류율은

0.8%에서 0.37%(0.29%)로 줄어 들었다. 괄호 안은 최선

의 경우이고 SNR = 0.67인 경우 분할이 왜곡되었을 경

우인 음영 부분을 제외하고 산출했다. Tables 7과 8에서

보듯이 Pattern B로부터 생성된 자료에 대해서 더 적은

MSE를 반복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추정 계수를 사용하

였을 때, 즉 γ = 1.0일 때 발생시키고 번짐 제거 효과가

일어났으나 분할 오류율은 번짐 제거를 안한 경우와 번

짐 제거를 한 경우와 고려할 만한 차이가 없었고 MSE

와 분할 오류율에서 모두 적은 추정 증가 계수에서 좋

은 성과가 나왔다.

2) 원격 탐사 자료 실험

제안된 다중 단계 복원 system을 평가하기 위한 실제

자료에 대한 실험을 위해서 모의 자료 실험 결과를 토

대로 번짐 제거를 위한 중심 가중 계수로 1에 가까운 값

인 0.9를 사용했으며 2회 반복을 사용하였다. 실제 자료

는 모의 자료에 비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왜

곡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중심 가중 계수를 사

용하는 것이 바람 직 하다.

첫 번째 실험은 미국 Los Angeles 지역에서 2014년

2월에 관측된 Dubaisat-2 영상 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14는 실험에 사용한 1024×1024 크기의 1m급 범색 영

상을 보여 주고 있다. Fig. 15에 Dubaisat-2 영상 자료에

대해 다중 단계 영상 복원을 적용한 결과를 Fig. 14에 표

시된 사각형 소 지역의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Fig.

15에서 가운데 보여진 복원 영상은 0.1의 낮은 초기 추

정 계수(T0)와 2.0의 추정 증가 계수(γ)를 사용한 결과이

다. 이 결과는 이웃 간의 연결성이 강조되어 강도가 많

이 차이 나지 않는 근접한 지역들이 동일한 강도를 가

지도록 복원이 되므로 관측 scene의 자세한 구조가 사

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연결성이 강조

되는 복원은 분석 목표물이 크게 구성된 농림 지역과

같은 분석이나 큰 단위로 지역을 분할하는 분석에는 장

점을 가질 수 있으나 고해상도를 사용하는 도시 지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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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ubisat-2 panchromatic image of 1024 × 1024
observed at Los Angeles, USA on February, 2014.

Table 7. Results of Multi-Stage Image Restoration for Pattern
B Simulation Images of SNR = 1.0

MSE (SNR = 1.0)

γ
No Deblurring nmax = 1 nmax = 2

T0 = 0.1 T0 = 0.5 T0 = 0.1 T0 = 0.5 T0 = 0.1 T0 = 0.5
1.0 67.8 69.0 62.0 55.5 57.6 58.3
2.0 68.2 75.7 62.4 74.6 58.1 72.9
5.0 72.8 80.4 68.1 86.5 66.1 83.9

Segmentation Error Rate

γ
No Deblurring nmax = 1 nmax = 2

T0 = 0.1 T0 = 0.5 T0 = 0.1 T0 = 0.5 T0 = 0.1 T0 = 0.5
1.0 0.31% 0.30% 0.30% 0.32% 0.31% 0.31%
2.0 0.29% 0.32% 0.29% 0.42% 0.31% 0.39%
5.0 0.33% 0.42% 0.35% 0.60% 0.35% 0.57%

Table 8. Results of Multi-Stage Image Restoration for Pattern
B Simulation Images of SNR = 0.67

MSE (SNR = 0.67)

γ
No Deblurring nmax = 1 nmax = 2

T0 = 0.1 T0 = 0.5 T0 = 0.1 T0 = 0.5 T0 = 0.1 T0 = 0.5
1.0 284.8 288.2 260.8 265.1 262.5 264.9
2.0 285.4 313.7 261.7 337.5 253.6 327.4
5.0 302.7 330.3 307.1 382.4 299.0 371.7

Segmentation Error Rate

γ
No Deblurring nmax = 1 nmax = 2

T0 = 0.1 T0 = 0.5 T0 = 0.1 T0 = 0.5 T0 = 0.1 T0 = 0.5
1.0 0.73% 0.66% 0.77% 0.68% 0.74% 0.66%
2.0 0.61% 0.76% 0.66% 5.39% 0.64% 4.47%
5.0 0.71% 1.03% 1.18% 1.77% 1.14% 1.85%



나 목표물의 세밀한 분석에는 적절하지 않다. 맨 아래

에 있는 영상은 5.0의 높은 초기 추정 계수와 2,0의 추정

증가 계수를 갖고 복원한 결과이고 복원은 원래 관측

scene의 자세한 구조를 유지 혹은 더욱 선명하게 해주

면서 잡음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Fig. 16은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기 위해 Fig.

15의 사각형 소 지역에 대한 결과를 확대한 영상과 이

소 지역의 histogram을 보여준다. Fig. 16에서 앞에 설명

한 Fig. 15의 분석을 더욱 분명히 확인 할 수 있다. 소 지

역에 대한 화소 값의 분포를 나타내는 histogram을 보면

원래 잡음 영상은 값의 전 범위에 걸쳐 하나의 분포를

가지나 복원한 영상은 2 개의 분포를 가진다. 이것은 복

원을 통하여 서로 다른 특성의 지역이 복원을 통해 구

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낮은 초기 추

정 상수를 사용한 경우 더욱 분명하다.

두 번째 원격탐사 자료 실험은 대전 지역에서 2014년

3월 관측된 KOMPSAT-3 영상자료를 사용하였다. Fig.

17은 실험에 사용된 1024×1024 크기의 범색 영상이다.

이 자료의 다중 단계 복원 실험을 위해서 5.0의 높은 초

기 추정 계수와 2.0의 추정 증가 계수를 사용하였다. Fig.

18에 Fig. 17에 표시된 사각형 소 지역의 관측 영상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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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Sub-images of 16 × 16 and histograms for square area
in Fig. 15.

Fig. 15.  Restored results of Dubaisat-2 sub-images of squared
area in Fig. 14 with different estimation constants:
observation (top), T0 = 0.1(center) and 5.0 (bottom) with
γ = 2.0.



원 영상을 보인다. 아래의 복원 영상과 위의 관측 영상

을 비교하면 복원을 통하여 잡음이 완화되었으며 지역

간의 경계와 구조물의 형태가 선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Fig. 18에 표시된 사각형들의 소 지

역에 대한 영상들을 갖는 Figs 19와 21에서 더욱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실험에서는 영상 분할 결과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상 분할에서는 변동폭 허용 한

계(Rcut) 값에 따라 분할 형태가 달라지므로 분할 중지

규칙으로 한계 값의 설정이 중요하다. 한계 값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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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Sub-images of 24 × 48 for upper rectangle in Fig. 18.

Fig. 18.  Observation(top) and restored result(bottom) of
KOMSAT-3 sub-images of squared area in Fig. 17.

Fig. 17.  KOMSAT-3 panchromatic image of 1024 × 1024 observed at Daejeon, Korea on March, 2014.



3.0, 10.0, 30.0을 사용하였고 각각 한계 값 설정에 대해

분할 수는 61395, 35077, 15873, 5906지역으로 분할되었

다. 가장 높은 한계 값을 사용하여 5906지역으로 분할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값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에서는

적절히 분할이 수행되었다.

Multi-stage Image Restoration for High Resolution Panchromatic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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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egmentation results of images in Fig. 21 with different Rcuts.

Fig. 21.  Sub-images of 24 × 24 for lower rectangle in Fig. 18.

Fig. 20.  Segmentation results of images in Fig. 19 with different Rcuts.



6. 결 론

본 연구는 잡음과 번짐에 의해 질 저하된 관측 영상

에 대한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중 단계 복

원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제안 된 다중 단계는 PJI-MAP

추정에 의한 잡음 완화 단계와 번짐 제거 단계로 질 저

하된 영상의 질을 향상시키며 화소 연결과 지역 확장에

의한 영상 분할을 수행한다. 제안된 방법을 평가하기 위

해 모의 자료 실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으

며 2 개의 고해상도 범색 영상 자료에 대해 적용하여 복

원의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잡음 완화 PJI-MAP 추정은 매우

효과적으로 영상의 질을 개선함을 보여 주었다. 이 단

계 반복 추정에서 사용되는 추정 상수에 따라 복원 상

태가 많이 달라졌다. 낮은 추정 상수는 공간적 연결성

이 강조되어 동질성을 갖는 큰 단위 지역 복원에는 적

절하나 관측 scene의 조밀한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이러한

구조를 자세한 분석에는 적절하지 않다. 대신 조밀하고

복잡한 도시지역의 분석을 위해서 자세한 구조를 복원

영상에 유지하기 위해 높은 추정 상수를 사용하여야 한

다. PJI-MAP 번짐 제거는 모의 자료 실험에서 잡음이 있

는 영상 자료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결과를 생산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Fig. 9에 대한 실험 결과는 잡음이 적은

영상에 대해서는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다. 제안된 영상 분할은 화소 연결을 수행한 후 지역 확

장에 분할을 수행한다. 영상 분할은 연속적 비유사 계

수 간의 비율에 대한 한계 허용 값에 따라 분할 형태가

달라지므로 한계 허용 값의 설정은 중요하다. 한계 허

용 값은 1이상의 값이어야 하며 실험을 통한 분석에 의

하면 10.0 이하의 값이 적절하고 자세한 구조의 분석을

위해서 1에 가까운 값을 사용해야 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위성 탑재된 영상 sensor는

점점 더 높은 해상도의 영상 자료를 수집할 것 이다. 그

러므로 위성에 탐사된 고해상도 자료는 지표면의 매우

자세한 사항들을 포함을 할 것 이고 이러한 자세한 사

항들을 분석하기 위한 영상 처리 기술의 개발이 매우 중

요하다.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다중 단계 복원 과정은 고해상도 영상 분석의 정확성을

효과적으로 개선 시켜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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