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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무인기 영상 병합을 위한 밝기값 보정 방법 개발

반승환 1)·김태정 2),3)†

Development of Brightness Correction Method for Mosaicking UAV Images

Seunghwan Ban 1)·Taejung Kim 2), 3)†

Abstract: Remote Sensing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s (UAV) can acquire images with higher time
resolution and spatial resolution than aerial and satellite remote sensing. However, UAV images are
photographed at low altitude and the area covered by one image is relatively narrow. Therefore multiple
images must be processed to monitor large area. Since UAV images are photographed under different
exposure conditions, there is difference in brightness values between adjacent images. When images are
mosaicked, unnatural seamlines are generated because of the brightness difference. Therefore, in order
to generate seamless mosaic image, a radiometric processing for correcting difference in brightness value
between images is essential. This paper proposes a relative radiometric calibration and image blending
technique. In order to analyz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mosaic images of UAV images in
agricultural and mountainous areas were generated. As a result, mosaic images with mean brightness
difference of 5 and root mean square difference of 7 were avchieved.
Key Words: UAV, Relative Radiometric Calibration, Mosaic, Blending, Alpha Blending, Gain Correction,

Agricultural Land

요약: 무인기원격탐사는기존의항공및위성원격탐사보다사용자가원하는시간에높은공간해상도의영

상을취득하여처리할수있다. 무인기영상은낮은고도로촬영되어영상한장이포괄하는영역이상대적으

로좁기때문에넓은영역을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다수의영상을병합하여한장의영상으로만드는과정

이필요하다. 그러나다수의무인기영상은각각다른노출조건에의해촬영되기때문에인접영상간에밝기

값차이가존재하여영상병합시에영상접합선부분에서밝기값이대비되는부자연스러운병합영상을생성

하게된다. 따라서자연스러운병합영상생성을위해서는영상간밝기값차이를보정해주고접합선에의한

효과를제거하는처리과정이필수적이다. 본논문에서는상대방사보정을통해인접영상간밝기값이대비되

는현상을해결하고, 영상블렌딩기법을적용하여밝기접합선을제거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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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인기는사용자가원하는시기와지역의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산

업및농업분야에서활발하게개발되어활용되고있다.

또한무인기사용의증가에따라서무인기영상을이용

한정사영상및수치표고모델등의산출물제작기술의

개발이필요하게되었다. 무인기영상을변화탐지및지

도제작등에활용하기위해서는다수의무인기영상을

병합하는기술이필요하다. 하지만무인기영상촬영시

에시간에따라그림자, 반사각도등다양한요인에영

향을받아동일지점에서의밝기값이상이한현상이발

생한다. 이를 병합하게 되면 인접 영상간 밝기 값이 대

비되는부자연스러운병합영상을얻게된다.

무인기 병합영상 제작 기술은 Digital Surface Model

(DSM) 생성을통한수변구조물의 3차원정보획득(Rhee

et al., 2015) 및하천의 3차원모델생성을통한허용저수

량산정(Kim et al., 2018) 등여러연구에서사용되었지만

인접영상간밝기값차이를보정해주는연구는아직까

지미비한실정이다. 자연스러운병합영상생성을위해

서는인접한영상간의밝기값의차이를최소화해야하

기 때문에 몇몇 무인기는 밝기 값 차이 보정을 위해 무

인기에조도센서를탑재하여촬영하여밝기값보정에

사용하기도하지만대부분의무인기영상촬영은조도

센서를탑재하지않은채로촬영되기때문에자연스러

운 병합 영상을 얻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이를 위해 최

근에는영상특징점매칭결과와최적경로탐지결과를

이용해 균일한 밝기를 갖고, 이음새 없는 병합 영상을

생성하는연구가진행되었다(Shin et al., 2020). 그러나해

당방법은특징점이영상당균등하게추출되지못하는

산지나농경지에적용하기힘들다는점과, 처리영상의

개수가증가함에따라밝기값보정단계에서누적오차

가 가중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밝기 값 보정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영상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보정 방법

(Tian and Cohen, 2017)이 있지만 해당 방법 또한 누적

오차로인해다수의영상을처리하기어렵다는단점이

있다.

자연스러운병합영상생성을위해서는또한영상병합

시에생기는접합선으로인한효과를제거해줘야한다.

이를위해영상간밝기값차이를최소화할수있는최적

의접합선을탐지해병합영상을생성하거나(Ming et al.,

2018), 파노라마영상처리분야에서는접합선주변영역

에서의가중치를적용해밝기값을서서히변화시키는

블렌딩기법을적용하는연구가수행되었다(Brown and

Lowe, 2006).

본논문에서는무인기영상을이용한자연스러운병

합영상 생성을 위해 상대방사보정방법을 적용하여 영

상간밝기값을균일하게보정하고블렌딩기법을적용

하여접합선을제거하는방법을제안하고자한다. 상대

방사보정방법은영상간중첩영역의밝기값을계산한

뒤그차이를최소화해주는 Gain값을영상별로추정하

여적용해주는Gain보상알고리즘방법을적용하였고,

블렌딩기법은영상접합선주변에서가중치를적용하

여영상간색을혼합시켜주는방법을적용하였다. 블렌

딩기법은두영상을혼합하여하나의영상으로만드는

것이기때문에영상내에서물체의이동이적은농경지

를촬영한영상을연구지역으로선정하였다. 최종적으

로 밝기 값 보정 및 접합선 제거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제안방법적용전후의병합영상을비교하였다. 또한정

량적성능분석을위해서제안방법적용전후의병합영

상에서중첩영역의밝기값차이와접합선주변의밝기

값편차를계산하여비교분석하였다.

2. 연구지역 및 데이터

연구지역은물체의이동이비교적적은농경지를선

정하여촬영하였다. 첫번째연구지역은대한민국전라

북도김제시부량면지역에위치한논밭을촬영한영상

으로회전익무인기인DJI사의 Phantom 4 RTK를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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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성능분석을위해두개의데이터셋에대한병합영상을생성하여원본병합영상과비교하였다. 비교결

과중첩영역에서의밝기값차이가 5, 제곱근에러가 7 부근의차이를보여기존방식대비우수한제안방법의

성능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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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촬영고도는 약 180 m로 설정하여 총 175장의

영상이 촬영되었고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는 무인기에

기본으로 장착된 DJI사의 FC6310R카메라를 사용하

였다. 두 번째 연구지역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에위치한논밭은촬영한영상으로고정익무인

기인 케바드론사의 KD-2 Mapper를 사용하였다. 촬영

고도는약 100 m로설정하여총 306장의영상이 SONY

사의DSC-RX1RM2카메라를통해촬영되었다. Fig. 1은

사용된데이터셋의비행경로와획득된영상의위치를

보여준다. Fig. 2는연구지역을촬영하여취득된영상데

이터의일부이다.

Table 1과 Table 2는각각사용된카메라와데이터셋

의 특성을 보여준다. 첫 번째 데이터셋의 경우 사용된

카메라는DJI사의 FC6310R로 초점거리는 8.8 mm이고

CCD소자의 크기는 하나당 약 2.41 µm이고 영상 하나

가 포함하는 영역은 약 270-180 m이다. 두 번째 데이터

셋의 경우 사용된 카메라는 SONY사의 DSC-RX1RM2

무인기 영상 병합을 위한 밝기값 보정 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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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ight trajectory and acquired image’s location of dataset 1 (left) and dataset 2 (right).

Fig. 2.  Part of dataset 1(left) and dataset 2(right).

Table 1.  Characteristics of UAVs and cameras used

Dataset Dataset 1 Dataset 2

UAV Model

Phantom 4 RTK KD-2 Mapper

Camera Model DJI FC6310R SONY DSC-RX1RM2
Sensor Size 13.2 × 8.8 mm 35.9 × 24 mm
Pixel Size 2.41 μm 4.51 μm

Focal Length 8.8 mm 3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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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초점거리는 35 mm이고 CCD소자의크기는하나당

약 4.51 m이고 영상 하나가 포함하는 영역은 약 100-70

m이다.

3. 방법론

본연구에서제안하는자연스러운병합영상생성방

법은 상대방사보정과 블렌딩 크게 두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사보정단계에서는산출된밝기값

보정량을 영상에 적용하여 인접 영상간 밝기 값의 차

이를 최소화해주는 방법이 적용된다. 두 번째 단계인

블렌딩 기법은 접합선 부근에서 수행되는데 접합선으

로부터 점진적으로 부여된 가중치를 영상간 블렌딩에

적용하여영상병합시에생기는접합선을제거해주는

방법이다. 기하학적 모자이크 영역 설정 및 처리는 자

체개발중인 SW를사용하였다. 해당 SW의모자이크처

리방식은영상특징점을기반으로추출된대응점으로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TIN)을구성하여병합하

는방식을사용한다. 본연구에서는밝기값보정및접

합선 처리를 위한 제안방법을 해당 SW의 알고리즘에

적용하여병합영상을생성하였다. Fig. 3은제안방법을

적용한병합영상생성과정으로기하학적영상병합부

분은제외하였다. 제안방법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다

음에서기술한다.

1) 상대방사보정 방법

무인기영상은각기다른노출환경에서촬영되기때

문에인접한영상일지라도밝기값이상이한경우가다

수 존재하게 된다. 이를 보정하지 않고 영상을 병합하

게 되면 Fig. 4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병합 결과가 나타

난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무인기 병합 영상 생성을 위

해서는인접한영상간밝기값차이를보정해주는상대

방사보정이선행되어야한다. 상대방사보정방법은대

응점이용방법, 영상히스토그램매칭, gain보상방법등

이있는데본연구에서는 gain보상방법을사용하였다.

gain보상 방법은 영상간 중첩영역의 평균 밝기 값을

이용하여영상밝기값에곱해줄 gain값을추정하는방

법으로 보정이 필요 없는 영상은 gain값을 1을 가지고,

인접한영상보다상대적으로어두운영상의 gain값은 1

보다 큰 값을, 인접한 영상보다 상대적으로 밝은 영상

은 1보다작은값을가지게된다. gain보상방법을통한

상대방사보정 과정은 중첩영역 밝기 값 계산, 영상 별

gain값추정, gain값적용의총 3단계로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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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datasets used
Dataset Dataset 1 Dataset 2

Image Size 5472 × 3648 7952 × 5304
Image Number 175 306
Flying Height 180 m 100 m
Image GSD 5 cm 1.3 cm

Image Coverage 270 m × 180 m 100 m × 70 m

Fig. 3.  Process for generating mosaic image using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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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중첩영역밝기값계산단계에서는 n개의영상

에대해영상간중첩되는영역을계산하고중첩영역에

서의 평균 밝기 값을 계산한다. 이때 픽셀의 밝기 값은

식 (1)과같이Blue, Green, Red체널영상의DigitalNumber

(DN)값의 평균으로 나타낸다. n번영상과 m번영상의

중첩영역에서 n번째영상의평균밝기값을 Inm이라하

고 m번째영상의평균밝기값을 Imn이라한다. 또한평

균밝기값은식 (2)와같이중첩영역에해당하는픽셀

의밝기값을모두더해중첩영역의픽셀수 Nnm (=Nmn)

으로나눈값이다.

I(row, col) =                  (1)

Inm = 
                   

(2)

중첩영역평균밝기값계산이끝나면 gain값을추정

하는단계로들어간다. 모든영상에대해 gain값을적용

한밝기값오차 e는식 (3)으로이때, gi와 gj는 gain값으

로 오차 e를 최소화해주는 최적의 gain값을 추정해야

한다. 그러나식 (3)의경우모든 gain값이 0일경우오차

는 0을가지는최적의솔루션이기때문에적절한 gain값

을찾는것이불가능하다. 따라서 gain이 1에가깝게유

지하도록수정된오차함수는식 (4)와같다. 식 (4)에서

σα와 σβ는 각각 오차 e와 gain에 대한 표준편차이고, 본

연구에서는 σα=10, σβ=0.01로설정하였다.

e = Nij (gi Iij – gj Iji)2                     
(3)

e = Nij ( + )         
(4)

식 (4)에대한최적의 gain값을추정하기위해식 (5)와

같이선형최소제곱법을사용하여행렬의형태로계산

을 수행한다. 이때, 입력영상의 개수가 IN개일 때 행렬

g의 크기는 IN×1, 행렬 A의 크기는 IN×IN, 행렬 B의
크기는 IN×1를 갖는다. 행렬 B를 구성하는 요소는 식

(6)과 같다. 예를 들어 행렬 B의 첫번째 요소는 b0로 첫

번째영상과모든영상의중첩되는픽셀수와관련된요

소이다.

g = (AT A)–1 AT B                             (5)

bn = 100 × Nni                             (6)

                                         
(7)A = [ ]

Aii = bi + Iij
2 Nij, (i ≠ j)                  (8)

Aij = – Iij Iji Nij, (i ≠ j)                      (9)

행렬 A의요소는식 (7)과같고각각의요소들에대한

세부내용은식 (8)과식 (9)와같으며이때, 조건 (i ≠ j)
처럼동일영상즉자기자신과의연산은포함시키지않

DNB
2 + DNG

2 + DN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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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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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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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j=0

1
2

n
∑
i=0

n
∑
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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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 g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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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
i=0

A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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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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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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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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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saic result without relative radiometric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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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행렬의모든요소에대해계산한후식 (5)에대입

하면 행렬 g가 계산되고 최종적으로 행렬 g는 영상에

적용되어밝기값을보정해준다.

2) 영상 블렌딩 방법

상대방사보정으로영상의밝기값을보정하여도 Fig.

5와같이여전히인접한영상과의밝기값차이가나는

부분이존재하게되는데이는접합선부근에서밝기값

이완벽히일치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제안방법에

서영상블렌딩은상대방사보정이완료된후적용되어

병합영상에서이음새에의한효과를제거해준다. 영상

블렌딩은일반적으로두영상을합성할때쓰이는개념

으로가중치를적용하여영상의밝기값을혼합한중첩

영상을 생성할 때 사용된다. 이때, 블렌딩에 적용되는

가중치는높으면중첩영상에서선명하게보이고, 낮으

면흐리게보인다.

제안방법에서는 접합선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가중

치를점진적으로부여하는방법의블렌딩기법을적용

하여 접합선이 없는 자연스러운 병합영상 생성한다.

Fig. 6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블렌딩 기법을 두 장의 영

상에서적용한예시이다. 그림과같이접합선은기준영

상과새로병합될영상영역에의해정해지고접합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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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lending Process of two Images.

Fig. 5.  Mosaic result with relative radiometric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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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지게되면블렌딩을적용할영역을계산한다. 이후

블렌딩이적용될영역내에서접합선을기준으로거리

에 따른 가중치 값을 가지는 마스크 영상을 생성한다.

이때, 생성된가중치마스크영상을통한블렌딩은 Fig.

7의 방법과 같이 적용되어 병합영상에서 접합선에 의

한효과를제거해주게된다. 블렌딩기법을적용하여생

성된병합영상은반복시에기준영상이되어해당과정

을반복수행하여최종적으로모든영상에대해블렌딩

을적용한병합영상을생성하게된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1) 병합영상 생성 결과 비교

본장에서는제안방법에서의상대방사보정과블렌딩

기법을적용하여생성된병합영상결과를비교분석하

기위해제안방법적용전후의병합영상을생성하였다.

이때, 병합영상은 자체 개발중인 SW(이하 IAM-UAV)

를사용하여생성되었다. 원본영상만으로생성된병합

영상결과는 Fig. 8와같다. 왼쪽영상은 Phantom 4 RTK

로취득한김제지역의영상병합결과이고, 오른쪽영상

은 KD2-Mapper로 취득한 합천 지역의 영상 병합 결과

이다. 원본영상의 병합결과는 밝기 값 보정이 되지 않

아접합선에서밝기값이대비되는현상이뚜렷하게보

여부자연스러운병합영상을생성하였다. 제안방법의

상대방사보정을적용하여밝기값보정을적용한병합

영상생성결과는 Fig. 9와같다. 그림과같이밝기값이

크게 대비되는 현상이 상대방사보정을 통해 감소하였

지만, 접합선에서의밝기값이완벽히일치하지않기때

문에여전히접합선으로인한부자연스러운영상병합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종적으로 Fig. 10과 같이 제안방

법의블렌딩기법을적용하여접합선으로인한효과를

제거한자연스러운병합영상을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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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lending method with weighted mask image.

Fig. 8.  Mosaic image of dataset 1 (left) and dataset 2 (right) without proposed method.

19반승환(1071~1081)(fig1~12)ok.qxp_원격37-5-1_2021  2021. 10. 29.  오후 6:10  페이지 1077



2) 밝기 값 계산을 통한 정략적 분석

생성된병합영상의정량적분석을위해제안방법적

용전후의밝기값을비교하여계산하였다. 제안방법중

인접영상간 밝기 값 차이를 최소화해주는 상대방사보

정방법의성능분석을위해중첩영역에서의영상간밝

기 값 차이를 계산하였고, 접합선 제거를 위해 적용된

블렌딩기법의성능분석을위해서는접합선주변에서

의 픽셀 평균 밝기 값과 편차를 계산하였다. Table 3은

상대방사보정 적용 전후 영상간 중첩영역에 해당하는

픽셀의 밝기 값 차이의 평균과 Root Mean Squar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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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osaic image of dataset 1 (left) and dataset 2 (right) with relative radiometric calibration.

Fig. 10.  Mosaic image of dataset 1 (left) and dataset 2 (right) with proposed method.

Table 3.  Mean and RMSE of pixel value difference in overlap area

Dataset
Before After

Mean (Pixel Value) RMSE (Pixel Value) Mean (Pixel Value) RMSE (Pixel Value)
1 5.04 7.39 4.45 6.56
2 19.96 25.65 6.18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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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를 보여준다. 두 데이터셋 모두 영상의 Color

Depth는 8bit로 픽셀 값은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갖는

다. 1번데이터셋의 경우 평균 밝기 값 차이가 5.04에서

4.45로, 2번데이터셋의경우는 19.96에서 6.18로감소하

였다.

제안방법에서의블렌딩기법의적용성능을분석하

기 위해 데이터셋 별로 접합선이 위치한 5군데를 선정

하였다. 선정된위치는 Fig. 11과같다. 선정된위치에서

접합선을 가로지르는 방향으로 20픽셀 길이에 해당하

는픽셀밝기값의평균과표준편차를계산하였고그결

과는 Table 4와같다. 이때, 접합선에의해밝기값차이

가존재한다면표준편차는상대적으로값이증가할것

이며 따라서 블렌딩 적용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수치

이다. 또한 밝기 값의 평균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블

렌딩에사용된영상들의원본밝기값을그대로유지했

다고판단할수있다. 표를통해두데이터셋모두평균

밝기값은유지하고, 표준편차는줄임으로써블렌딩이

효과적으로적용되었다고판단된다.

반면에최종병합영상에서여전히부자연스러운부

분이존재한다(Fig. 12). 본연구에서적용한블렌딩기법

은영상간중첩영역이넓을수록좋은효과를보여준다.

중첩영역이좁다면블렌딩영역내의가중치의변화율

이 높아 상대적으로 블렌딩 효과가 미비하다. 실제로

해당영역을구성하는영상간중첩영역은다른중첩영

역에비해상대적으로좁아제안방법의효과를보지못

했다. IAM-UAV를 통한 병합영상 생성시에 최적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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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elected points for quantitative analysis.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pixel values at selected points

Dataset Point
Coordinate Before After

Row Column Mean SD Mean SD

1

A 2151 1788 110.98 11.58 112.44 5.45
B 1616 2174 116.44 14.94 116.37 8.41
C 298 1467 111.25 6.63 116.38 2.62
D 1806 880 113.91 23.97 110.38 11.87
E 1039 2267 111.57 23.88 123.19 12.22

2

F 292 804 158.43 21.89 162.57 2.16
G 708 1857 114.38 14.09 122.60 7.34
H 1530 1861 95.43 29.21 99.60 23.02
I 1554 1148 83.29 19.44 90.68 10.40
J 1186 457 85.48 19.54 65.71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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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구성하여 최소한의 개수로 병합영상을 생성하기

때문에해당부분에서의중첩영역의크기가상대적으

로좁아발생한현상으로이는중첩영역크기를분석하

여영상을추가하는알고리즘을통해해결할수있을것

이라고판단된다.

5. 결론

본연구에서는무인기영상의밝기값차이를보정하

고 접합선을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병합영상을 생성할

수있는방법을제안하였다. 제안방법의검증은병합영

상생성결과를비교하는정성적평가와밝기값분석을

통한정량적평가로진행되었다. 이를통해영상밝기값

에영향을줄수있는환경에대한정보없이오로지영

상의밝기값만으로밝기값을보정하여자연스러운병

합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높은 실용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제안방법은중첩영역의밝기값을분석하기때

문에물체의이동이잦거나건물이높아기복변위가심

하게발생하는도심지의경우에서는적용하기힘들다.

하지만물체의이동이드물고건물의수가비교적적은

농경지나 산지에서는 자연스러운 병합 영상을 생성함

을 확인하여 제안 방법의 높은 실용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IAM-UAV의 병합영상은 대응점을 기반으로 TIN을

구성하여생성되어보다정확한중첩영역계산이가능

하기 때문에 상대방사보정과 블렌딩 기법의 적용효과

를극대화할수있었다. 본제안방법의상대방사보정방

법과블렌딩기법은픽셀단위로진행되어영상의개수

가 많을수록 처리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IAM-UAV는

최적영상을선정하여병합에사용되는영상의개수를

최소화하여 제안방법을 적용한 병합영상 생성시간을

단축시켜줬다. 하지만사용되는영상의개수가감소함

으로인하여중첩영역이좁은부분이존재하였고, 이로

인해블렌딩효과가미비한영역이존재하였다. 향후에

이러한부분은병합영상생성시중첩영역비율을고려

한 뒤 영상을 추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성하여 추

가분석할예정이다. 더불어최근에는무인기촬영시반

사율타겟이나조도센서를통해영상을실제반사율로

변환하여반사율영상을생성하는연구가수행되고있

다. 이에 본 제안방법을 적용한다면 다수의 영상을 병

합한 자연스러운 반사율 영상을 산출할 수 있으며, 작

황 모니터링 및 작물 구분지도 제작 등 농업 분야에 다

방면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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