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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any image fusion quality assessment techniques, which include Wald’s, QNR and Khan’s
protocols, have been proposed. A total procedure for the quality assessment has been defined as the quality
assessment protocol. In this paper, we compared the performance of the three protocols using KOMPSAT-
2/3/3A satellite images, and tested the applicability to the fusion quality assessment of the KOMPSAT
satellite images. In addition,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three
protocols. We carried out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protocols by applying five fusion
methods to the KOMPSAT test images. Then we compare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ults of the
protocols from the aspects of the spectral and spatial preservations. In the Wald’s protocol, the results
from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were almost matched. However, the Wald’s protocol had
the limitations 1) that it is timeconsuming due to downsampling process and 2) that the fusion quality
assessment are performed by using downsampled fusion image. The QNR protocol had an advantage that
it utilizes an original image without downsampling. However, it could not find the aliasing effect of the
wavelet-fused images in the spectral preservation. It means that the spectral preservation assessment of
the QNR protocol might not be perfect. In the Khan’s protocol,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spectral preservation was not matched in the wavelet fusion. This is because the fusion results were
changed in the downsampling process of the fused images. Nevertheless, the Khan’s protocol were superior
to Wald’s and QNR protocols in the spatial preservation.
Key Words : KOMPSAT-2, KOMPSAT-3, KOMPSAT-3A, Image Fusion, Quality Assessment

Protocol

–453–

Received September 21, 2016; Revised October 13, 2016; Accepted October 21, 2016.
† Corresponding Author: Hyung-Sup Jung (hsjung@uos.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2, No.5, 2016, pp.453~469
http://dx.doi.org/10.7780/kjrs.2016.32.5.5

ISSN 1225-6161 ( Print )
ISSN 2287-9307 (Online)

Article



1. 서 론

일반적인 고해상도 광학위성은 높은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흑백 영상과 높은 분광해상도를 가지는 다분광

영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높은 공간해상도와 분광해상

도를 동시에 가지는 위성영상을 취득하는 것은 센서의

기술적 특성상 어려운 실정이다(Aiazzi et al., 2002).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간해상도가 높은 흑백

영상과 분광해상도가 높은 다분광 영상을 수학적으로

융합하여 두 영상의 장점만을 취하는 영상융합 기법이

제안되었다. 현재까지 개발된 영상융합 기법은 매우 다

양하며, 대표적으로 Intensity-Hue-Saturation(IHS), PCA,

Brovey, Gram-Schmidt(GS)등이 존재한다(Siddiqui, 2003;

Tu et al, 2004; Gillespie et al., 1987; Chavez and Kwarteng,

1989; Laben and Brower, 2000). 이러한 융합기법들은

intensity 영상 혹은 주성분 영상을 흑백 영상으로 대체

하거나 흑백영상의 고주파 성분을 다분광 영상에 주입

하는 등 각기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융

합 결과가 다양한 특성과 품질을 지니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이러한 이유로, 융합 기법에 따른 융합 정도와 질을

정량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ERGAS, RMSE,

Q4, SAM 등과 같은 영상융합 품질평가 지수가 제시되

었다(Chavez et al., 1991; Wald et al., 1997; Zhou et al., 1998;

Alparone et al., 2004). 그러나 품질평가 지수를 적용할

때, 융합의 결과로 생성된 영상은 흑백 영상의 높은 공

간해상도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다분광 영상의 높은

분광해상도를 지니고 있어, 융합 품질을 비교할 비교영

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Wald

et al.(1997)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융합 전

원 영상의 공간해상도를 강제로 저하시킨 후 융합을 진

행하여 그 결과로 생성되는 융합 영상과 공간해상도를

저하시키기 전의 다분광 영상 간 비교를 통해 품질평가

를 수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 일련의 과정들은

Wald’s 프로토콜로 불리며(Alparone et al., 2008), 이러한

프로토콜에 기초하여 품질평가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Wald’s 프로토콜은 영상 융합 분야에서 품질평가

를 수행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최근까지 사용되는 프

로토콜이며 이는 다양한 선행연구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Choi et al., 2010; Oh et al., 2012; Oh et al., 2014;

Lee, 2015). Alparone et al.(2008)은 원 영상의 공간해상도

를 유지하면서 융합을 진행한 후, 품질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한 Quality Not requiring a Reference(QNR) 프로토

콜을 제시하였다. QNR 프로토콜은 Pradhan et al.(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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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영상융합 기법의 품질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었다. 품질평가를 위한 일련의 과정

들을 통틀어 프로토콜이라 정의되었으며, Wald’s 프로토콜, QNR 프로토콜, Khan’s 프로토콜 등의 다양한

품질평가 프로토콜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KOMPSAT-2/3/3A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제시된 세 가지

품질평가 프로토콜을 각기 다른 융합 기법에 적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비교하고, KOMPSAT 위성영

상에의 활용가능성을 알아보는 한편 각 프로토콜의 장단점을 분석하였다. 이 때 기존의 연구와 달리 융합 영

상의 품질이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융합 기법을 사용하여 육안 분석을 통한 정성적 분석을 진행함

과 동시에 각 품질평가 프로토콜을 통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분광정보 보존의 측면과 공간

정보 보존의 측면에서 정성적 결과와 정량적 결과의 유사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각 프로토콜의 과정상

특징을 반영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Wald’s 프로토콜의 경우 정성적/정량적 분석 결과가 동일하였으나, 프

로토콜 수행 과정이 번거로우며 특히 영상의 공간해상도를 강제로 저하시킨 후 융합을 진행하여도 그 결과

가 실제 공간해상도의 융합 결과와 동일하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QNR 프로토

콜의 경우 원 영상의 융합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분광정보 보존 분석 시

Wavelet 융합 결과의 aliasing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불안정성이 존재하여 프로토콜을 활용할 때 주

의해야하는 단점이 있었다. Khan’s 프로토콜의 경우 분광정보 보존 분석의 경우에 정성적/정량적 분석 결

과가 Wavelet 융합 기법에서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품질평가 시 공간해상도를 강제로 저하시킬 때 융합 영

상의 품질이 변하여 발생하는 문제였다. 공간정보 보존 분석의 경우 Wald’s 프로토콜의 한계점과 QNR 프

로토콜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여 품질평가를 수행하는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제안한 영상 내 밴드 간 상관성을 활용한다. 융합 전

후에 다분광 밴드 간 상관관계는 변하지 않고, 다분광

밴드와 흑백 밴드 간 상관관계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가

정으로부터 품질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Khan et al.(2009)

은 분광왜곡 측정 단계와 공간왜곡 측정 단계에

Modulation Transfer Functions(MTF) 필터링을 거치게

하는 Khan’s 프로토콜을 제시하였다. 분광왜곡 측정 단

계에서는MTF 필터링을 거친 저주파 영상을 사용하여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공간왜곡 측정 단계에서는 원 영

상에서MTF 필터링을 거친 저주파 영상을 차분한 고주

파 영상을 통해 품질평가를 수행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프로토콜이 제시되었고, 이를

융합 기법의 품질평가에 사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 개발된 영상융합 품질평가 프로토콜은 상호간 방

법론적 차이점이 존재하여 결과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Alparone et al.(2008)은 QNR 프로토콜을 제안하면서

Wald’s 프로토콜로 수행된 SAM, ERGAS, Q4등의 결과

와 비교하였으나, 융합 기법의 차이에 따라 분광왜곡량

평가, 공간왜곡량 평가의 결과가 Wald’s 프로토콜과 다

른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 또한 Khan et al.(2009)는

Khan’s 프로토콜을 제안함과 동시에Wald’s 프로토콜로

수행된 SAM, ERGAS, Q4의 결과와 QNR 프로토콜의

결과를 함께 비교하였다. 이 때, 각각의 프로토콜 결과

가 일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즉, 어떠한 프로토콜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융합기법에 대해서 다른 결과

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프로토콜의

신뢰도를 낮추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위성

에 따라 센서가 지니는 분광 응답 특성이 다르기 때문

에 나타나는 융합 결과를 무시할 수 없다(Lee et al., 2014).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위성영상은 IKONOS, QuickBird,

Pleiades등이다. 현재KOMPSAT-2/3/3A호 위성영상에

대해 영상 융합을 수행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Lee et

al., 2014; Oh et al., 2015), 각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그 결

과를 비교분석한 사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KOMPSAT 위성영상에 대하여 각 프로토콜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결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 및 적합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융합 결과가 시각적으로 뚜렷하

게 구분되는 융합 기법들을 KOMPSAT 위성영상에 적

용한 후 전술한 세 가지 영상융합 품질평가 프로토콜의

정량적 결과와 육안 판독에 따른 정성적 결과의 유사성

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KOMPSAT 위성영상

에 대한 각 프로토콜의 활용가능성을 알아보았으며

KOMPSAT 위성영상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프로토콜

별 장단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품질평가 프로토콜

다양한 영상융합 기술 개발과 더불어, 융합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상융합 품질평가 기법이

대두되었다. 품질평가 기법은 융합영상의 융합 정도를

정량적 수치로써 나타내는 기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 융합에서 평가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을 영상융합 품

질평가 프로토콜로 정의하였다(Alparone et al., 2008). 이

러한 융합영상의 품질평가를 위해서는 흑백 영상의 공

간해상도를 지니는 고해상 다분광 영상과 융합영상과

의 상대적 비교가 요구되지만 실제로 고해상 다분광 영

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닌다. 위와 같은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품질평가 프로토콜이

제시되었다.

1) Wald’s 프로토콜

Wald et al.(1997)에 의해 처음 제안된 프로토콜로, 현

재까지 대부분의 영상융합 품질평가에 사용되고 있다.

Wald’s 프로토콜은 융합 영상이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첫째, 융합 영상의 공간해

상도가 융합 전 다분광 영상의 공간해상도로 저하되었

을 때 영상의 분광적, 공간적 특성은 일치해야 한다. 둘

째, 융합 영상의 공간해상도는 융합 전 흑백 영상의 공

간해상도와 동일해야 하고, 셋째, 융합 영상의 다분광

밴드 특성은 융합 전 다분광 영상의 밴드 특성과 동일

해야 한다(Wald et al., 1997). 위와 같은 세 가지 요소를 모

두 평가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흐름도에 따라 평가

를 진행한다. 융합에 사용되는 다분광 영상과 흑백 영

상의 공간해상도를 인위적으로 저하시킨 후 융합 기법

을 적용하고, 원 영상과 융합 영상을 비교하는 방법이

다. 이 때, 효과적인 공간해상도의 저하를 위하여 밴드

별MTF 필터링을 적용하고 보간을 통해 영상의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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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Aiazzi et al., 2006). 융합 영상의 품질평가는 공간

정보의 측면과 분광정보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저하된

공간해상도의 융합영상과 저하된 공간해상도의 흑백

영상 간 분석을 통해 공간정보 측면의 품질평가를 수행

하고, 원 해상도의 다분광 영상 간 비교를 통해 분광정

보의 품질평가를 수행한다. 이 때 각각의 품질평가 방

법은 ERGAS, Q4, Correlation of high frequency, SAM등

의 정량적 평가지수를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Wald’s 프로토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온

ERGAS와Q4를 사용하였다.

이 때, n/m은 다분광 영상과 흑백 영상 간 공간해상

도 비를 의미한다.

ERGAS는 히스토그램 조정된 두 영상의 RMSE를 계

산하여 두 영상 간 유사도를 계산한다(Ranchin and

Wald, 2000; Lillo-Saavedra and Gonzalo, 2006).

             ERGAS = 100  (      )2             (1)

이 때, n/m은 두 영상의 공간해상도의 비이며, NB는

영상 내 밴드 수를, Bi 는 i번째 밴드를, Mi 는 비교 영상

의 번째 i밴드의 평균복사휘도를 나타낸다. ERGAS지

수는 융합 영상과 비교할 기준 영상이 흑백 영상 혹은

다분광 영상인지에 따라 Spatial ERGAS(Lillo-Saavedra

and Gonzalo, 2006)와 Spectral ERGAS(Ranchin and Wald,

2000)로 나뉜다.

  ERGASspatial = 100 (      )2   (2)

       RMSEspatial (Bi) =    (PAN _ FUSi(k))2        (3)

 ERGASspectral = 100 (      )2   (4)

    RMSEspectral (Bi) =     (Msi (k) _ FUSi (k))2         (5)

이 때, PAN은 흑백 영상을, MS는 다분광 영상을,

FUS는 융합 영상을, Np는 픽셀의 수를, k는 k번째 픽셀

을 의미한다. 식 (2)의 RMSEspatial은 식 (3)으로부터 유도

되며 식 (4)의 RMSEspectral은 식 (5)로부터 유도된다.

Q4는 영상의 구조적 유사성을 평가하는 Universal

Image Quality Index(UIQI)지수로부터 확장된 평가기법

이다(Wang and Bovik, 2002). 각각의 밴드에 대해 계산되

기 때문에 융합 영상의 밴드 수에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 비교 영상이 동일할

경우 Q4값은 1을 가지는 것으로 높을수록 영상 융합이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Sangwine and El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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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Wald's protocol (modified from Wald et al., 1997).



                   
Q4 =                     (6)

여기서 z1과 z2는 융합영상과 원 영상의 방사벡터, σz1,

σz2, σz1z2는 각각 z1의 표준편차, z2의 표준편차, z1과 z2의
공분산,

_
z1, 

_
z2는 각각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2) QNR 프로토콜

QNR 프로토콜은 품질평가 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고해상 다분광 영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융합 품질평가

프로토콜이다(Alparone et al., 2008). 이 프로토콜 또한 융

합 영상의 품질평가는 Fig. 2와 같이 분광정보 측면과 공

간정보의 측면에서 각각 평가한다. 분광정보 평가의 경

우, 융합 전 다분광 영상이 가지는 영상 내 밴드 간 상관

관계(Inter-Band correlation)는 융합 후 융합 영상이 가진

영상 내 밴드 간 상관관계와 유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

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분광정보 평가지수인

Dλ를 구하게 된다(Alparone et al., 2008).

    Dλ =    |Q(~Ml, ~Mr) _ Q(M̂l, M̂r)|      (7)

이 때, ~Ml,~Mr은 각각 원 다분광 영상의 l, r번째 밴드를

나타내고,  M̂l, M̂r은 각각 융합 영상의 l, r번째 밴드를 나

타내며, Q(A, B)는 A와 B의 Q지수이고, N은 영상의 총

밴드 수이다. 이 값은 Q값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0과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게 되고, 원 다분광 영상과 융합

영상의 분광정보가 동일할 경우, 0의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공간정보 평가의 경우, 다분광 밴드와 흑백 영상 밴

드 간 상관관계는 융합 전후에 모두 유사해야 한다는 가

정을 전제로 공간정보 평가지수인 Ds를 구하게 된다

(Alparone et al., 2008).

        Ds = |Q(~Ml, PL) _ Q(M̂l, P)|          (8)

여기서 PL은 공간해상도를 강제로 저하시킨 흑백 영

상을 나타내고, P는 원 해상도의 흑백 영상을 나타낸다.

3) Khan’s 프로토콜

Khan et al.(2009)가 제시한 프로토콜로서, QNR 프로

토콜과 마찬가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고해상 다분광

영상없이 융합 품질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된 품

질평가 프로토콜이며, 분광정보 평가와 공간정보 평가

를 분리하여 진행한다. 각 평가 방법은Wald’s 프로토콜

과 QNR 프로토콜의 진행 방법과 유사하지만, 공간해

상도의 강제적 저하 단계에 있어 밴드 별 MTF 필터링

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차별점이다. 분광정보 평가

의 경우, Wald’s 프로토콜과는 달리 먼저 융합을 수행한

후 융합 영상에MTF 필터링을 적용하여 공간해상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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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_
z1||

_
z2|

|
_
z1|2 + |

_
z2|2

1
N(N _ 1)

N
∑
l = 1

N
∑

r = 1
r ≠ 1

1
N(N _ 1)

N
∑
l = 1

Comparison Analysis of Quality Assessment Protocols for Image Fusion of KOMPSAT-2/3/3A

–457–

Fig. 2. Flowchart of QNR protocol (modified from Alparone et al., 2008).



강제로 저하시키고, 이를 원 다분광 영상과 비교하는 방

법을 택하였다(Fig. 3). 이를 통해 Wald’s 프로토콜에서

정의한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키면서도 차별성을

가지는 프로토콜을 정의하였다. 분광정보 평가지수는

Q4를 사용하였다. 공간정보 평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QNR 프로토콜의 진행 방법을 따르고 있으나, MTF 필

터링을 통해 저주파 성분을 추출하고, 이를 차분하여 고

주파 영상을 추출한 후, 고주파 영상에 대해 공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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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chart of Khan’s spatial protocol (modified from Khan et al., 2009).

Fig. 3.  Flowchart of Khan's spectral protocol (modified from Khan et al., 2009).

Table 1. Comparison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Wald’s, QNR and Khan’s protocols

Protocols 융합 시 
원영상 사용유무

공간정보 
평가지수

분광정보 
평가지수 특징요약

Wald’s X Spatial ERGAS Q4 공간해상도를 저하시킨 영상을 융합한 후 원영상과
비교분석을 통한 융합 품질평가

QNR O Ds Dλ
원영상을 융합한 후 밴드간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융합 품질평가

Khan’s O Ds Q4 융합영상을 MTF필터링을 통해 공간해상도를
저하시킨 후 원영상과 비교분석을 통한 융합 품질평가



평가를 진행하였다(Fig. 4). 평가지수는 QNR 프로토콜

과 마찬가지로 를 사용한다(Alparone et al., 2008).

4) 프로토콜 간 비교

이상으로 대표적인 프로토콜을 설명하였으며, 각 프

로토콜 간 차이점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3. 연구 방법 및 실험 영상

1) 연구 방법

현재까지 진행된 영상융합 품질평가 프로토콜 연구

는 다양한 기법을 중심으로 테스트되어 왔으나, 그 기

법들은 모두 결과가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직접적

으로 비교할 수 없었다. 때문에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뚜렷한 비교는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는 융합 기법의 우수성과 관계없이 시각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융합 기법에 대해 품질평가 프로토콜을

적용함으로써 프로토콜 자체의 비교평가를 수행하였

다. 현재까지 다양한 영상융합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상용소프트웨어에 탑재되

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상융합기법을 사용하

였다. 사용된 융합 기법은 Brovey, Modified Intensity-

Hue-Saturation(MIHS), High Pass Filter(HP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Wavelet 등 다섯 가지 영상융

합 기법이다. 위 융합기법은Component-Substitution(CS)

및Multi Resolution Analysis(MRA) 기반의 융합기법으로

영상융합기법을 대표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융합 결과

가 시각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기법이므로 본 연구에

서 요구되는 시각적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Brovey 융합 기법은 IHS계열 융합기법과 유사하지

만 수학적으로 다른 형태의 기법을 사용한다(Gillespie et

al., 1987). 흑백 영상 값을 곱해주어, 공간정보의 보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MIHS 융합 기법은 IHS기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융합기법 중 하나이다(Siddiqui, 2003). 그러나 상

대적으로 분광정보 왜곡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번에 3개의 밴드만을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Klonus and Ehlers, 2009).

HPF 융합 기법은 고역통과필터(high pass filter)를 사

용하여 흑백영상의 선형정보를 나타내는 고주파 성분

을 추출한 뒤 경중률을 계산하여 곱한 후 다분광 영상

에 더하여 융합 영상을 생성하는 기법이다(Gangkofner

and Holcomb, 2008). 대부분의 경우 적절한 융합 결과를

보여주지만, 경중률에 따라 선형정보가 과하게 나타날

수 있다.

PCA 융합 기법은 영상 성분들을 직교 변환하고, 새

로운 축으로 사상할 때 분산이 가장 커지는 축을 첫 번

째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1(PC1))으로 놓게 하여,

PC1 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고주파 성분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Chavez and Kwarteng, 1989).

Wavelet 융합 기법은 2D 이산Wavelet 변환 기법을 기

반으로 하여, 다분광 영상의 고주파 성분을 흑백 영상

으로 대체하는 기법이다. 즉, 모든 다분광 영상에 동일

한 크기의 고주파 성분이 더해진 결과와 동일하다. 이

를 통해 고해상 다분광 영상을 얻을 수 있으나, 흑백 영

상과 다분광 영상의 밴드 파장 대역이 동일하지 않으므

로, aliasing 혹은 blurring 현상이 발생하여 융합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Nunez et al., 1999).

전술한 융합 기법의 결과로 생성된 융합 영상들을

Wald’s 프로토콜, QNR 프로토콜, Khan’s 프로토콜의 방

법론을 따라 분광/공간정보 왜곡의 측면에서 품질평가

를 진행하였다. 이 때, 각 프로토콜의 과정에 포함되는

공간해상도의 저하는 밴드 별MTF 필터링을 적용하였

고, bicubic 보간법을 통해 원 영상의 크기로 변환하였

다. Wald’s 프로토콜과 Khan’s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평가지수인 Q4는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이다. 그러나 다른 분광/공간왜곡

수치는 모두 이상치가 0이다. 결과 비교 및 분석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에서Q4지수를 뺀 값

을 계산하여 모든 수치의 이상치를 0으로 설정하였다.

2) 실험 영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OMPSAT 위성영상에 대하

여 각 프로토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

의 목적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실험 영

상은 2006년 발사된 국내 고해상도 위성인KOMPSAT-

2 위성영상과 2012년 발사된 KOMPSAT-3 위성영상,

2015년 발사된KOMPSAT-3A 위성영상으로, 각각 공간

Comparison Analysis of Quality Assessment Protocols for Image Fusion of KOMPSAT-2/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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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sted images, (a) KOMPSAT-2 panchromatic image, (b) KOMPSAT-2 multispectral image, (c) KOMPSAT-3 panchromatic
image, (d) KOMPSAT-3 multispectral image, (e) KOMPSAT-3A panchromatic image, (f) KOMPSAT-3A multispectral image.

Table 2. Characteristics of KOMPSAT-2/3/3A used for this study
Sensor KOMPSAT-2 KOMPSAT-3 KOMPSAT-3A

Multispectral resolution/size 4 m
512 × 512 (pixel)

2.8 m
512 × 512 (pixel)

2.2 m
512 × 512 (pixel)

Panchromatic resolution/size 1 m
2048 × 2048 (pixel)

0.7 m
2048 × 2048 (pixel)

0.55 m
2048 × 2048 (pixel)

Characteristic of test bed Complex urban area Complex urban area Complex urban area



해상도 1 m(4 m), 0.7 m(2.8 m), 0.55 m(2.2 m)급의 위성영

상이다. KOMPSAT-2 흑백영상의 파장 범위는 500-900

nm이며, 다분광 영상의 Blue밴드 450-520 nm, Green밴

드 520-600 nm, Red밴드 630-690 nm, NIR밴드 760-900

nm이다. KOMPSAT-3/3A 흑백영상의 파장 범위는 450-

900 nm이며, 다분광 영상의 Blue밴드 450-520 nm, 520-

600 nm, 630-690 nm, 760-900 nm이다.

실험영상은 도심지, 산지, 물을 모두 포함하도록 설

정하였다.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융

합의 품질 차이를 최소화하여 실험영상이 충분히 본 실

험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용된 위성영상의 세부 사항은 Table 2와 같으며,

Fig. 5는 실험 영상의 흑백영상 및 다분광 영상을 나타

낸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영상융합 품질평가 프로토콜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KOMPSAT-2/3/3A 위성영상에 다양한 영상 융합 기법

을 적용하였다. 영상 융합 시 Brovey, MIHS, HPF, PCA,

Wavelet의 다섯 가지 융합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융합

품질평가 시 Wald’s 프로토콜, QNR 프로토콜, Khan’s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분석

시 분광 및 공간정보 왜곡의 측면에서 평가하였고, 육

안 분석을 통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함께 진

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성적/정량적 분석의 결과가 같

은 경향을 나타내는지 확인하였고, KOMPSAT 위성영

상에 대한 세 프로토콜의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각 프로토콜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Fig. 6, 7, 8은 각각KOMPSAT-2/3/3A 위성영상의 융

합 결과를 보인다.

1) 육안 판독을 통한 정성적 분석

(1) 분광정보 보존 분석

분광정보 보존 분석을 위하여 육안 판독을 통한 정성

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육안 판독은 원영상과 융합영상

의 히스토그램 분포를 동일하게 일치시킨 후 진행하였

으며 영상에 나타난 산지, 강, 농경지 등 지형지물의 색

상 변화를 위주로 관찰하였다. KOMPSAT-2의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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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usion result of KOMPSAT-2 test image, (a) Original multispectral image, (b) Brovey, (c) MIHS, (d) HPF, (e) PCA, (f) Wav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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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usion result of KOMPSAT-3 test image, (a) Original multispectral image, (b) Brovey, (c) MIHS, (d) HPF, (e) PCA, (f) Wavelet.

Fig. 8. Fusion result of KOMPSAT-3A test image, (a) Original multispectral image, (b) Brovey, (c) MIHS, (d) HPF, (e) PCA, (f) Wav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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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panded fusion result of KOMPSAT-2 test image, (a) Original multispectral image, (b) Brovey, (c) MIHS, (d) HPF,
(e) PCA, (f) Wavelet.

Fig. 10. Expanded fusion result of KOMPSAT-3 test image, (a) Original multispectral image, (b) Brovey, (c) MIHS, (d) HPF,
(e) PCA, (f) Wavelet.



성적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HPF와Wavelet은 원영상과

유사하게 융합되었으나 PCA, MIHS, Brovey 융합 결과

에서는 특히 산지 지역에서의 색상 왜곡이 뚜렷하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녹색 계열 색상 왜곡이

극심하여 대부분 흰색 혹은 하늘색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KOMPSAT-3/3A의 경우HPF, PCA, Wavelet은

원 영상과 유사하게 색상이 유지되었으나 Brovey,

MIHS는 산지 지역에서의 색상 왜곡이 발생하였다.

PCA의 결과에서는 붉은색 계열의 색상이 무지개빛으

로 색상이 퍼져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KOMPSAT-2/3/3A 위성영상의 모든

Wavelet 융합 결과에서 aliasing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다(Fig. 12). 이는 융합 후 영상크기인 2048×2048 pixel

크기에서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나, 확대하였을 때 육

안으로 판독되었다.

(2) 공간정보 보존 분석

융합 영상에 나타나는 도로, 차선, 하천, 건물의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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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xpanded fusion result of KOMPSAT-3A test image, (a) Original multispectral image, (b) Brovey, (c) MIHS, (d) HPF, (e) PCA,
(f) Wavelet.

Fig. 12. Aliasing effects on a wavelet fused images: (a) fused image and (b) downsampling version of fused image.



수목 개체 등의 판별력을 위주로 공간정보 보존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KOMPSAT 위성영상

의 융합 결과에서Wavelet 융합 결과의 aliasing 현상으로

인해 공간정보 왜곡이 극심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외의

융합 결과에서는 모두 공간정보 보존성이 우수하였으

나 그 우열을 육안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2) 정량적 분석

Table 3는 영상융합 품질평가 프로토콜의 정량적 분

석을 수행한 결과를 보인다. 본 절에서는 정량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성적 분석 결과와의 유사성 비교를

수행하였다.

(1) 분광정보 보존 분석

KOMPSAT-2의 경우 대부분 정성적 분석 결과와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Khan’s 프로토콜에서

Wavelet 융합 기법의 순위와 PCA 융합 기법의 순위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프

로토콜에서의 품질평가 과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Khan’s 프로토콜의 경우 타 프로토콜과 달리 품질

평가 수행 시 융합 영상의 공간해상도를 강제로 저하시

킨 영상과 원 영상을 비교하여 품질평가를 수행하게 된

다. 이때, 공간해상도를 강제로 저하시킨 융합 영상은

Fig. 1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Wavelet 융합 결과에서

발생하였던 aliasing 현상이 저감되어Wavelet 융합 기법

의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KOMPSAT-3의 정량적 결과 또한 정성적 결과와 유

사하게 나타났다 . KOMPSAT-2 결과와 마찬가지로

Khan’s 프로토콜의 특성으로 인해 Wavelet 융합 기법의

순위가 변경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KOMPSAT-3A의 경우 QNR프로토콜의 결과에서

Wavelet 융합 기법의 순위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 사용

된 융합 기법 중 HPF와 PCA의 분광정보 보존 성능이

매우 뛰어남을 고려할 때 , aliasing 현상이 나타나는

Wavelet 융합의 결과는 두 융합 기법의 순위보다 낮아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센서 분광 대역이 동일한

KOMPSAT-3에서 aliasing이 나타난 Wavelet 융합 기법

의 순위는HPF, PCA융합 기법의 순위보다 낮게 나타났

다. 또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Wald’s 프로토콜의 결

과도 동일함을 고려할 때, KOMPSAT 위성영상에QNR

프로토콜을 적용한 결과는 다소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2) 공간정보 보존 분석

모든 결과에서 Brovey, MIHS, HPF, PCA, Wavelet의

순서로 공간정보 보존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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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quantitative quality assessments of KOMPSAT-2/3/3A using the Wald’s, QNR and Khan’s protocols

Dataset Fusion Method
Spectral (Ideal value: 0) Spatial (Ideal value: 0)

Wald’s(Rank) QNR(Rank) Khan’s(Rank) Wald’s(Rank) QNR(Rank) Khan’s(Rank)

K-2

Brovey 0.1262(5) 0.5470(5) 0.1239(5) 1.0664(1) 0.1004(1) 0.0963(1)
MIHS 0.0769(4) 0.4254(4) 0.0618(4) 1.1077(2) 0.1951(2) 0.1182(2)
HPF 0.0106(1) 0.3313(1) 0.0059(1) 1.5252(4) 0.3397(4) 0.1937(4)
PCA 0.0195(2) 0.3744(2) 0.0141(3) 1.3073(3) 0.3224(3) 0.1254(3)

Wavelet 0.0658(3) 0.3876(3) 0.0133(2) 2.0149(5) 0.3587(5) 0.2800(5)

K-3

Brovey 0.0262(5) 0.3296(5) 0.0180(5) 1.9321(1) 0.0336(1) 0.0667(1)
MIHS 0.0218(4) 0.2024(4) 0.0129(4) 2.5092(2) 0.1210(2) 0.0819(2)
HPF 0.0119(2) 0.1176(2) 0.0124(3) 2.6520(3) 0.1250(3) 0.0829(3)
PCA 0.0084(1) 0.0862(1) 0.0058(2) 2.8374(4) 0.1697(4) 0.1450(4)

Wavelet 0.0151(3) 0.1352(3) 0.0011(1) 3.5564(5) 0.2147(5) 0.3053(5)

K-3A

Brovey 0.1531(5) 0.2571(5) 0.1369(5) 3.9088(1) 0.0381(1) 0.0478(1)
MIHS 0.1383(4) 0.2127(4) 0.1244(4) 3.9563(2) 0.0532(2) 0.0782(2)
HPF 0.0834(1) 0.1833(3) 0.0488(2) 4.3090(3) 0.0779(3) 0.0984(3)
PCA 0.1153(2) 0.1164(1) 0.0645(3) 4.5984(4) 0.1016(4) 0.1206(4)

Wavelet 0.1297(3) 0.1508(2) 0.0166(1) 6.6273(5) 0.1105(5) 0.5481(5)



Wavelet 융합 결과를 제외하면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기

에 무리가 있었기에 정성적/정량적 분석 결과의 유사

성을 판단하기는 힘들었다.

이에 융합 기법의 이론적 특성에 따른 결과와 정량적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Brovey 융합 기법

은 다분광 영상에 흑백 영상의 성분을 직접적으로 주입

하기 때문에 공간정보 보존력은 매우 우수한 특징을 지

닌다. MIHS 융합 기법은 IHS기반 융합 기법이므로 일

반적으로 공간정보 보존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

며(Klonus and Ehlers, 2009), KOMPSAT-2 위성영상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HPF 융합 기법과 비교하

여 더 우수한 공간정보 보존력을 지닌다는 결론이 발표

된 바 있다(Oh et al., 2012). HPF기법은 MRA기반 융합

기법으로 공간정보 보존이 우수하며, PCA기법의 경우

흑백 영상의 주성분을 추출하는데 이 때 흑백 영상의 고

주파 성분 중 상당량이 손실되므로 Brovey, MIHS, HPF

융합 기법에 비해 정량적 수치가 낮다고 생각된다

(Geiger and Kubin, 2012). Wavelet 융합 기법은 aliasing 현

상으로 인해 공간정보 보존력이 매우 좋지 않았다. 이

러한 특징은 모든 KOMPSAT 위성영상의 Wald’s,

Khan’s 프로토콜 결과에서 절대적 수치의 차이로 확연

히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KOMPSAT-3A 위성영상의

Wavelet 융합 결과를 살펴볼 때 Wald’s 프로토콜에서

6.6273, Khan’s 프로토콜에서 0.5481로 타 융합 기법의

정량적 결과와 매우 차이가 큰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QNR 프로토콜에서는 융합 결과의 질적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량적 수치의 차이는 확연

히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공간정보 보존 분석에

있어 세 프로토콜의 정량적 분석 결과가 일정하여

KOMPSAT 위성영상에 대해 활용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KOMPSAT 위성영상에 대하여 영상

융합 품질평가의 세 가지 프로토콜인 Wald’s 프로토콜,

QNR 프로토콜, Khan’s 프로토콜의 비교평가를 수행하

였다. 이를 위해 시각적으로 융합의 질적 차이를 보이

는 Brovey, MIHS, HPF, PCA, Wavelet 융합의 결과에 대

해 분광정보 보존과 공간정보 보존의 측면에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공간정보 보존의 정성적

분석은Wavelet 융합 결과를 제외하고 육안으로 판독하

기에 무리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각 프로토콜의 정량적

분석 결과가 정성적 분석 결과와 유사한지 분석하여

KOMPSAT 위성영상에 대한 각 프로토콜의 활용가능

성을 알아보았으며, 세 가지 프로토콜의 장단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4).

첫째, Wald’s 프로토콜은 정성적 분석 결과와 정량적

분석 결과가 매우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KOMPSAT 위

성영상에 대한 Wald’s 프로토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Wald’s 프로토콜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므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속적인 융합 품

질평가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Wald’s 프로토콜의 특성 상 원영상의 밴드별 MTF를 고

려한 공간해상도의 강제적 저하 등 품질평가 과정이 복

잡하고, 융합 영상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한

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QNR 프로토콜의 경우 분광정보 보존 분석에

있어 다소 불안정함이 발견되었다. 특히 aliasing 현상이

나타나는Wavelet 융합 결과의 품질이 우수하게 평가되

는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QNR 프로토콜은 융합 영상

의 공간해상도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융합 영상의 품

질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KOMPSAT 위성영상에 적용할 경우 결과 도출에 주

의를 요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융합 기법 외에 추

가적인 융합 기법을 테스트하여QNR 프로토콜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Khan’s 프로토콜의 경우 공간정보 보존의 측면

에서 활용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나, Wavelet 융합 영상

의 분광정보 보존 분석 시 프로토콜의 특성에 기인하여

정성적 분석 결과와 정량적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Wavelet 융합 기법을 제외하

였을 경우, 정성적/정량적 분석 결과가 일치하였다.

Wald’s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분광정보 보존 분석의

경우 융합 영상의 공간해상도를 강제로 저하시킨 후 비

교하기 때문에 실제 융합 영상을 비교하지 못하는 단점

을 지니지만, 공간정보 보존 분석의 경우Wald’s 프로토

콜의 한계점과QNR 프로토콜의 단점을 모두 보완하여

품질평가를 수행하는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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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센서의 종류, 영상의 크기, 공간해상도 등에

의해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영상 융합의 특성

상,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어떠한 프로토콜이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고 단정하거

나, 특정 프로토콜의 우수성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OMPSAT-2/3/3A 위성영

상에 한정하여 결론지으려 하며, 향후 보다 많은 종류

의 위성영상에 다양한 크기의 영상을 다양한 영상 융합

기법을 통해 테스트한다면 영상융합 품질평가 프로토

콜의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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