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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 영상 간 정합 기법

전형주1)·김용일 2)†

Registration Method between High Resolution Optical and SAR Images

Hyeongju Jeon1)·Yongil Kim 2)†

Abstract:  Integration analysis of multi-sensor satellite image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first step in integration analysis is image registration between multi-sensor.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is a representative image registration method. However, optical image and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images are different from sensor attitude and radiation characteristics during acquisition,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the conventional method, such as SIFT, because the radiometric characteristics
between images are nonlinea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we proposed a modified method that
combines the SAR-SIFT method and shape descriptor vector DLSS (Dense Local Self-Similarity). We
conducted an experiment using two pairs of Cosmo-SkyMed and KOMPSAT-2 images collected over
Daejeon, Korea, an area with a high density of buildings. The proposed method extracted the correct
matching points when compared to conventional methods, such as SIFT and SAR-SIFT. The method
also gave quantitatively reasonable results for RMSE of 1.66m and 2.45m over the two pairs of images.
Key Words:  SAR, Optical Image, SAR-SIFT, DLSS, Image Registration

요약: 다중센서위성영상간통합분석및융합과관련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이를위해서는다중센
서영상간정합이선행되어야한다. 대표적인정합기법으로는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와같은알
고리즘이존재한다. 그러나, 광학영상과 SAR (Synthetic Aperture Radar)영상은취득시센서자세와방사특성의
상이함으로영상간분광적인특성이비선형성을이뤄기존기법을적용하기에어렵다. 이를해결하기위해, 본
연구에서는특징기반정합기법인 SAR-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와형상서술자벡터DLSS (Dense
Local Self-Similarity)를 결합하여 개선된 영상 정합기법을 제안하였다. 본 실험 지역은 대전 일대에서 촬영된
KOMPSAT-2 영상과Cosmo-SkyMed 영상을이용하여실험하였다. 제안기법을비교평가하기위해특징점및정
합쌍추출에대해대표적인기존기법인 SIFT와 SAR-SIFT를이용하였다. 실험결과를통해제안기법은기존기
법들과다르게두실험지역에서참정합쌍을추출하였다. 또한추출된정합쌍을통한정합결과정성적으로우
수하게정합되었으며, 정량적으로도두실험지역에서각각 RMSE (Root Mean Square Error) 1.66 m, 2.65 m로우
수한정합결과를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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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방대한양의다중센서위성영상이상용화되면서,

영상간통합분석이중요시되고있다(Byun et al., 2013).

이에따라이와관련된연구들이활발이진행되고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중센서 영상 간 정합 연구가 필수적

으로이루어져야한다. 특히, 광학영상과 SAR (Synthetic

Aperture Radar)영상은 영상 취득 시 위성센서 자세 및

취급하는파장대의상이함으로기하및방사정보의차

이가 존재하여 정합이 유독 어렵다(Han, 2013). 이러한

차이는기복변위가발생하는건물이밀집된도심지역

에서부각되며, 중저해상도영상보다고해상도영상에

서더욱두드러지게나타난다(Merkle et al., 2015). 그러므

로, 도심지역에서고해상도광학영상과 SAR영상간정

합에대한연구가더욱필요시된다.

대표적인정합기법으로는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이 있다(Lowe, 1999). 이 기법은 축척, 회전,

그리고 이동에 강건한 기법으로 컴퓨터 비전 분야 외

에도 광학 위성영상 정합에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Mikolajczyk and Schmid, 2005). 그러나, SIFT는 정합쌍

을추출할경우, 차분영상을이용하므로 SAR영상에적

용시스페클노이즈부분이특징점으로오추출되는문

제점이 발생한다. Dellinger et al.(2012)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SIFT를개선한 SAR-SIFT를제안하였다.

Dellinger et al.(2015)은 이 기법을 사용하여 SAR영상에

서 특징점이 잘 추출됨을 보였으며, Jung et al.(2016)은

SAR-SIFT를광학영상과 SAR영상정합에적용시특징

점들분포가유사하게추출됨을보였다.

SIFT또는 SAR-SIFT와 같은 기존 정합기법들은 분

광정보를활용하여서술자를생성하고, 특징점들간서

술자유사도를계산하여정합쌍을추출한다. 그러나, 영

상 간 분광적인 특성이 비선형성을 이룰 경우, 기존 정

합기법들은 정합쌍이 다수 오추출되는 문제점이 발생

한다(Ye et al., 2015). 이런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Ye et

al.(2015) 그리고 Ye et al.(2017a)은비선형성에강인한형

상 서술자 벡터 DLSS (Dense Local Self-Similarity)를 제

안하였다. 그러나, DLSS기법을사용할경우, 동일지역

에대하여두영상간위치차이가 10화소이상발생시

적용하기어렵다는한계점이존재한다. 또한일정영역

내에서 정합지점을 탐색하므로 영역이 증가할수록 계

산량이급증하는문제점을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SAR-SIFT와 DLSS를 결합하여 두 기

법간장단점을상호보완한개선된정합기법을제안하

였다.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전 지역

일대에서 취득된 광학영상과 SAR영상으로 Cosmo-

SkyMed영상과 KOMPSAT-2 영상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영상내에서생성된정합쌍을활용하

여영상상호정합을수행하였다. 실험결과는추출된정

합쌍을사용하여정합된결과를평가하였으며, 모자이

크 영상과 RMSE (Root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하여

정성적그리고정략적평가를수행하였다.

2. 연구 방법

1) 전처리 과정

광학영상과 SAR영상은취급하는파장대및취득시

센서자세의상이함으로방사및기하특성차이가발생

한다. 두영상간정합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

이를 최소화시키는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다(Han,

2013). 전처리과정은공간해상도를일치시키는과정과

방사정보를유사하게만드는과정으로구성된다. 우선,

두 영상 간 위치 정보 차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UTM

좌표계로 통일하고 영상 정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간해상도를 1 m로 일치시킨다. 공간해상도를

일치 시키더라도 두 영상 간 방사 정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정합에어려움이존재한다. 따라서, 이를최소화

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과

정으로 SAR영상의밝기값을데시벨(dB) 단위로변환시

킨다. 이는, SAR영상의 값 범위가 광학영상에 비해 매

우크므로줄여주기위함이며, SAR영상의밝기값분포

를광학영상의밝기값분포와유사하게만들기위함이

다(Pellizzeri et al., 2003). 두 번째 과정으로, SAR영상에

존재하는 스페클잡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enhanced

Lee필터를 SAR영상에 적용한다. 이는, 광학영상에는

미흡한 영향을 미치는 스페클잡음이 SAR영상에서는

영상전반에걸쳐존재하여영상해석에악영향을미치

므로 스페클잡음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두 영상 간 방사 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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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영상을 2% 선형스트레칭을수행한후 8비트(0-255)

영상으로변환시킨다.

2) SAR-SIFT를 이용한 특징점 추출

SAR-SIFT는 SAR-Harris행렬을 이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한다. SAR-Harris행렬은 기존 Harris행렬에서 사

용하는 밝기 값(I )을 스페클 잡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

해 GR(Gradient by Ratio)로 대체하여 변형한 행렬이다

(식 (1)). GR은 ROEWA(Ratio of Exponentially Weighted

Averages)를통해계산되며, 방향성에따라 Gx,α과 Gy,α로

표현된다(Fig. 1)(Fjortoft et al., 1998). ROEWA는RO(Ratio

Of Average)의개선된형태로, ROA에지수형필터를가

중치로 적용한 기법이다. GR은 화소 (a, b)를 중심으로

x, y방향에따라식 (3)으로계산된다.

      CSH (x, y, α) = g 2·α [ (Gx,α)2        (Gx,α) (Gy,α)]    (1)(Gx,α) (Gy,α)      (Gy,α)2

      M1,α = �(x,y)∈R+ I(a + x, b + y)·e–

                  (2)
      M2,α = �(x,y)∈R– I(a + x, b + y)·e–

      Gx or y = log( )                                                (3)

여기서, CSH (x, y, α)는 SAR-Harris행렬을 의미하며, M
은 영상 내에서 영역을 나타낸다(Fig. 1). α는 가중치를

의미한다.

식 (3)을 통해 계산된 GR을 이용하여 SAR-Harris행

렬이식 (1)과같이표현된다. 이를이용하여특징점추

출에사용되는응답함수 RSH (x, y, α)를생성한다(식 (4)).

      RSH (x, y, α) = det(CSH (x, y, α)) –
d·tr(CSH (x, y, α))2                        (4)

여기서, d는임의변수값을가리킨다. det(CSH (x, y, α))은

CSH (x, y, α)의행렬식을의미하며 tr(CSH (x, y, α))은 CSH

(x, y, α)의대각원소합을의미한다. 각점에서RSH (x, y, α)
을계산하여 3×3 크기의윈도우안에서지역적극점이면

서특정임계값보다높은지점을특징점으로추출한다.

SAR-SIFT에서 사용하는 변수값은 Dellinger et al.(2015)

가제안하는변수값으로설정하여실험을수행하였다.

3) DLSS을 이용한 서술자 생성

DLSS는형상서술자 LSS(Local Self-Similarity)를연결

하여만든벡터이다. LSS는국부영역에서영상내중심

패치를기준으로주변패치들과의유사성을통해형상

정보를표현한다(Ye and Shan, 2014). LSS가생성되는예

는 Fig. 2와같은과정을통해생성된다(Ye et al., 2015).

우선, correlation surface이일정영역안에서중심지

점패치와영역안모든주변지점패치들과의차이의

제곱합으로계산된다. 그후, 는밝기값편차와허용가

능한노이즈값으로정규화되어식 (5)로표현된다.

      Sq (x, y) = exp(– )          (5)

여기서, SSDq는 (x, y)에서의 SSD(sumof square difference)

값을의미하고, varnoise는허용가능한잡음값을의미하며,

varauto는중심패치 q의분산값을나타낸다.

정규화된 SSDq(x, y)은 log-polar좌표계로 변환되고

|x| + |y|
α

|x| + |y|
α

M1,α

M2,α

SSDq(x, y)
max(varnoise, varaut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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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2.  An example of the LSS (Local Self-Similarity) descriptor generation. (a) local image region,
(b) correlation surface (c) log-polar translated LSS descriptor (Ye et al., 2015).

             (a)                                                                     (b)

Fig. 1.  GR (Gradient by Ratio) for the direction (a) Gx,α, (b) Gy,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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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와 같이 10개 각과 3개 반경으로 분할된다. 각

분할된 부분에서 최대 값이 LSS서술자를 구성하는데

사용되며, 구성 요소들은 밝기 값 편차에 불변하게 하

기위해 [0 1] 범위의값으로선형스트레칭된다.

광학영상과 SAR영상은 국부적인 부분에서 형상이

다를수있으므로 LSS가두영상간정합에유용한정보

를제공하는데한계점이존재한다(Ye et al., 2017b). 이러

한한계점을해결하기위해 LSS값들을벡터형태로연

결한 DLSS를통해보다넓은지역에대한정보를제공

할수있다.

DLSS는 세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Fig. 3). 우선, 사용

자가 지정한 template라는 일정 크기 영역으로 영상을

나눈다. 그다음으로 template영역에서특정크기를갖

는 “cell”로 나눈 다. 마지막으로 template안에서 cell의

일정간격부분에해당하는 LSS값들을벡터로연결하

여 DLSS를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template크기로

120을설정하였으며, cell크기는 77 화소크기로설정하

였다.

4) 제안된 정합쌍 추출방법

기존연구에서는정합쌍을추출하는과정은크게세

과정으로이루어진다. 첫째, 기준영상이되는광학영상

에서 특징점을 추출한다. 둘째, 추출된 특징점에서

DLSS값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광학영상에서 추출

된 특징점들의 좌표를 기준으로 x, y축 방향으로 10 화

소 영역을 SAR영상에 설정하고, 그 영역 안에 있는 모

든 화소들과 DLSS간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최대값을

갖는지점을정합지점으로추출한다. 기존방법은광학

영상의특징점과영역내모든화소들과비교하므로계

산량이많다는단점이있으며, 정합지점을찾는영역이

x, y축 방향으로 10 화소로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광학영상과 SAR영상은 좌표계를 일치시키

더라도수십m이상차이가발생하므로 1 m급고해상도

위성영상 간 정합 시 수십 화소이상의 위치 차이가 발

생하게된다. 따라서 1 m급고해상도위성영상간정합

에기존기법을적용하는데어려움이존재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한계점들을개선하기위해다

음과같은과정을통해정합쌍추출기법을제안하였다.

우선, 광학영상에서만특징점을추출하는기존기법과

다르게 SAR-SIFT를이용하여광학영상과 SAR영상모

두에서각각특징점을추출한다. 각영상에서추출된특

징점에서는DLSS를계산한다.

그 후, 광학영상에서 추출된 특징점을 기준으로 x, y

축방향으로탐색영역안에있는 SAR영상에서의추출

된특징점들과의 DLSS간상관관계를측정한다. 본연

구에서 탐색 영역을 최대 130 화소까지 확장하여 실험

하였다. 측정된상관관계값이특정임계치를넘으면서

최대값을갖는특징점들을정합쌍으로추출한다. 그러

나 x, y축방향으로 130 화소에해당하는확장된영역에

서정합쌍을추출하여오정합쌍이다수추출된다. 또한

동일지역에서특징점들이두영상에서추출되지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오정합쌍이 추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를해결하기위해, 참정합쌍을이루는특징점간 x,

y변위량은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후보 정합쌍을

추출하였다(Kupfer et al., 2015; Ma et al., 2017). 추출된정

합쌍들의 x, y좌표차를 2차원그래프에표현하였을때,

참정합쌍을이루는특징점간변위량이유사하므로참

정합쌍들이그래프의특정영역내에밀집해있을것으

로가정한다. 이를이용하여정합쌍들간 x, y좌표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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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in processing chain for extracting the DLSS descriptor (Ye et al.,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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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그래프에표시하고 20×20 영역내에가장많은점

들이분포하는부분을선정하여그영역에해당하는정

합쌍들을참정합쌍으로간주한다. 이과정에서 2020 영

역이라는허용치를부여했으므로, 보다정밀한정합쌍

을추출하기위해RANSAC (RANdomSample Consensus)

기법을 적용한다(Kim and Im, 2003). 마지막으로, 추출

된 정합쌍을 이용하여 SAR영상을 광학영상에 어핀변

환식을적용하여정합을수행한다.

3. 결 과

1) 실험 지역 및 자료

본연구에서는고해상도광학및 SAR영상간정합을

수행하기위해서대전지역일대를실험지역으로선정

하였고, 광학영상과 SAR영상으로는각각 1 m공간해상

도를지니는KOMPSAT-2 영상과 1 m공간해상도를가

지는 Cosmo-SkyMed영상이 사용되었다. KOMPSAT-2

영상은 16.82의 촬영각을 갖으며, 방사 범위가 10 비트

(bit)이며, 2009년 4월 12일에촬영되었다. Cosmo-SkyMed

영상은평균입사각 (Incidence angle) 29.23를지니며, HH

편파로위성진행방향은 ascending으로 2009년 7월 23일

에촬영되었다.

실험 대상지역은 대전의 두 지역을 선정하였고, 각

지역은 600×600 화소의 크기로 Cosmo-SkyMed영상과

KOMPSAT-2 영상의 중복되는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Fig. 4). 첫번째실험지역은실험지역 1로도로와건물

이 밀집된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두 번째 실험 지역

은 실험 지역 2로 도로, 건물, 식생 등 다양한 토지피복

으로구성된지역으로선정하였다. 영상정합을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을 통해 두 영상 모두

WGS84 타원체의UTM 52N좌표계로통일시키고공간

해상도를 1 m로 일치시켰다. 전처리 과정을 거쳤음에

도 Fig. 4를통해광학영상과 SAR영상이동일지역에대

한위치차이가크게존재함을확인할수있다.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 영상 간 정합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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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udy area (a), (b): study area 1; (c), (d): study area 2.

                                                           (a) KOMPSAT-2                                                (b) Cosmo-SkyMed

                                                           (c) KOMPSAT-2                                                (d) Cosmo-Sky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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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및 토의

본연구에서는제안기법을비교평가하기대표적인

기존 기법인 SIFT와 SAR-SIFT를 사용하였다. 특징점

추출을 위해 제안한 방법론에서는 SIFT는 SAR영상에

서스페클잡음을특징점으로오추출하므로 SAR-SIFT

를사용하였다. Fig. 5(b)와 (d)를보면알수있듯이, 실험

지역 1, 2 모두에서 SIFT를 사용하였을 때 스페클 잡음

이 특징점으로 추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비해

SAR-SIFT를 적용하였을 때에는 SAR영상에서 스페클

잡음이특징점으로오추출되지않고엣지부분에서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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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tching points extraction by (a) the proposed method (b) SAR-SIFT, and (c) SIFT (Left: study
area 1, Right: study area 2).

(a)

(b)

(c)

Fig. 5.  Results of feature extraction using (a), (c): SAR-SIFT and (b), (d): SIFT.

                                                      (a) Study area 1                                                               (b) Study area 1

                                                      (c) Study area 2                                                               (d) Study are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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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점이 올바르게 추출되며, 광학영상과 SAR영상에서

특징점의분포가상당히유사함을 Fig. 5(a)와 (c)를통해

확인할수있다.

다수의 특징점이 오추출될 시 두 영상 간 공통된 특

징점이 추출되어도, 오정합쌍이 다수 추출될 수 있다.

또한, 제안기법을적용하는데계산량또한급증하는단

점을유발한다. 따라서, SIFT를통해광학영상과 SAR영

상 간 특징점을 추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SAR-

SIFT를통해특징점추출하는것이보다적합하다.

Fig. 6는제안기법, SAR-SIFT, 그리고 SIFT를사용하

여두실험지역에서각각정합쌍을추출한결과를보여

준다. 기존기법들은참정합쌍 1쌍, 오정합쌍은 2쌍씩총

정합쌍 3쌍씩 추출하였다(Fig. 6(b)와 (c)). 이는 기존 기

법들을 통해 광학영상과 SAR영상에서 정합쌍을 추출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제안 기법은

실험지역 1, 2에서각각 10, 11쌍의참정합쌍을추출함

을확인할수있다(Fig. 6(a)). 이는제안기법은기존기법

들과다르게두영상간분광적인특성이비선형성을이

룰시에도정합쌍을유의미하게추출함을보여준다.

추출된 정합쌍을 기준으로 어핀변환을 적용하여

SAR영상을 광학영상에 정합하였다. 정합된 SAR영상

과 광학영상을 이용하여 모자이크영상을 생성한 결과

는 Fig. 7과 같다. 정성적인 평가를 위해 광학영상은 빨

간색격자로, 정합된 SAR영상은회색격자로반복적으

로표현하였다. 두영상의격자간경계를통해정합결

과를정성적으로판단할수있다. 실험지역 1에서기복

변위가발생하지않는도로지역과같은선형특징이나

객체특징이자연스럽게표현되는것을 Fig. 7(a)에서볼

수 있다. Fig. 7(b)에서는 실험 지역 2에서 도로와 같은

선형특징외에도원형객체에서도자연스럽게표현됨

을보여준다. 본실험결과를통해제안기법적용시건

물이밀집된도심지역과다양한토지피복을갖는도심

지역에서 1 m급고해상도광학영상과 SAR영상간정합

이제대로이루어짐을확인할수있다.

정략적인평가를위해제안기법을통해정합된 SAR

영상과기준이되는광학영상에서GCP(Ground Control

Point)점을찍어 RMSE를계산하였다. 실험지역 1, 2에

서각각 2.65 m, 1.66 m로높은정확도를보였다. 상대적

으로 실험 지역 2에 비해 실험 지역 1에서 정확도가 낮

게측정되었으나, 이는실험지역 1이건물이밀집된지

역이기에 기복변위 차이로 인해 참정합쌍을 추출하여

도정합에악영향을미쳤을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및 요약

본연구에서는특징기반정합기법인 SAR-SIFT와형

상서술자벡터DLSS를결합하여광학영상과 SAR영상

간 정합을 수행하였다. SAR-SIFT를 통해 두 영상에서

각각 특징점을 추출하고, 추출된 특징점들 간 DLSS를

계산하여본연구에서제안하는기법을통해정합쌍을

추출하였다. 건물이포함된대전지역일대에서촬영된

KOMPSAT-2 영상과 Cosmo-SkyMed영상을 활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 기법들에 비해 정

합쌍을유의미하게추출하였으며, 추출된정합쌍을통

한 정합 결과 또한 정성적으로 우수한 정합 결과를 보

고해상도 광학영상과 SAR 영상 간 정합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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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saic images (a) study area 1, (b) study area 2.
                                                                 (a)                                                                                     (b)

03전형주(739~747)ok.qxp_원격탐사34-5-1(2018)  2019. 1. 7.  오후 4:18  페이지 745



였다. 뿐만 아니라, 두 실험 지역에서 각각 RMSE 2.65

m, 1.66 m로정략적으로우수한실험결과를보였다. 본

실험결과를통해제안기법이기존특징기반및강도기

반정합기법의각단점들을상호보완함을보여줬으며,

광학영상과 SAR영상이 분광 비선형성을 이룰 시에도

적용이가능함을보였다. 더나아가, 1 m급고해상도광

학영상과 SAR영상의위치차이가 100화소이상발생하

였을경우에도적용가능하며, 복잡한시가지에서도영

상정합이가능하다는의의를보인다. 추후다른고해상

도영상들을통해제안기법을적용하여추가적인정량

적평가를진행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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