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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센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딥러닝 기반 영상매칭을 위한 
학습자료 구성에 관한 연구

강원빈 1)·정민영 2)·김용일 3)†

A Study on Training Dataset Configuration for Deep Learning Based 
Image Matching of Multi-sensor VHR Satellite Images

Wonbin Kang 1)·Minyoung Jung 2)·Yongil Kim 3)†

Abstract: Image matching is a crucial preprocessing step for effective utilization of multi-temporal
and multi-sensor very high resolution (VHR) satellite images. Deep learning (DL) method which is
attracting widespread interest has proven to be an efficient approach to measure the similarity between
image pairs in quick and accurate manner by extracting complex and detailed features from satellite
images. However, Image matching of VHR satellite images remains challenging due to limitations of
DL models in which the results are depending o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training dataset, as well as
the difficulty of creating training dataset with VHR satellite imag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DL-based method in matching pair extraction which is the most time-consuming process
during image registration. This paper also aims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the accuracy based on the
configuration of training dataset, when developing training dataset from existing multi-sensor VHR
image database with bias for DL-based image matching. For this purpose, the generated training dataset
were composed of correct matching pairs and incorrect matching pairs by assigning true and false labels
to image pairs extracted using a grid-based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FT) algorithm for a
total of 12 multi-temporal and multi-sensor VHR images. The Siames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SCNN), proposed for matching pair extraction on constructed training dataset, proceeds with model
learning and measures similarities by passing two images in parallel to the two identica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structure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onfirm that data acquired from VHR satellite
image database can be used as DL training dataset and indicate the potential to improve efficienc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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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우주및위성산업의발전에따라전세계적으로

수많은위성의개발및운용이추진되어국내외활용가

능한 위성영상자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성영상의 활

용여건역시개선되고있다. 이에따라서로다른시기

에 다양한 센서로부터 취득된 위성영상자원을 복합적

으로 활용함으로써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Blum and Liu, 2018; Saha et al., 2019). 이 중 고

해상도위성은세밀한지상관측을가능케하여고해상

도위성영상자원으로부터객체추출, 변화탐지, 도심지

3D모델링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정보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시기 및 다중센서 위

성영상으로부터 구축된 대다수의 고해상도 위성영상

자원은 상대적인 기하불일치성을 내포하여(Feng et al.,

2021) 실질적인활용에큰한계가존재한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자원의 기하불일치성은 위성영

상취득환경의다양성과위성운용기관간의상이한후

처리과정에의해발생한다. 대표적인기하불일치성의

예로영상내에존재하는건물높이에의한기복변위가

있으며, 위성영상 촬영각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 및 크

기로발생하는기복변위에의해동일한건물의형상및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Sedaghat and Ebadi, 2015). 기하

불일치성이잔존하는위성영상활용시누적된오차가

분석결과에악영향을야기할수있다(Jabari and Zhang,

2016). 따라서 지속적으로 취득되고 있는 대규모 고해

상도 위성영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시기 및 다중센서 위성영상의 기하일치성을 확보하

는영상정합과정이필수적으로선행되어야한다.

영상정합은동일한지역을대상으로서로다른시점

(viewpoints), 시기(acquisition time) 및센서로부터촬영된

두개이상의영상을기하학적으로정렬하는과정으로,

이를통해센서의특성, 궤도및자세등에의한오차를

제거하고영상간좌표를일치시킨다(Zitova and Flu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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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ing process by appropriate configuration of multi-sensor images. DL-based image matching
techniques using multi-sensor VHR satellite images are expected to replace existing manual-based feature
extraction methods based on its stable performance, thus further develop into an integrated DL-based
image registration framework.
Key Words: VHR satellite image, Image registration, Multi-sensor image matching, Deep learning,

Siames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요약: 영상정합은다시기및다중센서고해상도위성영상을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필수적으로선행되는

중요한과정이다. 널리각광받고있는딥러닝기법은위성영상에서복잡하고세밀한특징을추출하여영상간

빠르고정확한유사도판별에사용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 학습자료의양과질이결과에영향을미치는딥러

닝모델의한계와고해상도위성영상기반학습자료구축의어려움에따라고해상도위성영상의정합에는제

한적으로적용되어왔다. 이에본연구는영상정합에서가장많은시간을소요하는정합쌍추출과정에서딥러

닝기반기법의적용성을확인하기위하여, 편향성이존재하는고해상도위성영상데이터베이스로부터딥러

닝영상매칭학습자료를구축하고학습자료의구성이정합쌍추출정확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학습

자료는 12장의다시기및다중센서고해상도위성영상에대하여격자기반의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FT) 알고리즘을이용하여추출한영상쌍에참과거짓의레이블(label)을할당한정합쌍과오정합쌍의집합

으로 구축되도록 하였다. 구축된 학습자료로부터 정합쌍 추출을 위해 제안된 Siames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SCNN) 모델은동일한두개의합성곱신경망구조에한쌍을이루는두영상을하나씩통과시킴으로

써학습을진행하고추출된특징의비교를통해유사도를판별한다. 본연구를통해고해상도위성영상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취득된 자료를 딥러닝 학습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이종센서 영상을 적절히 조합하여 영상매칭

과정의효율을높일수있음을확인하였다. 다중센서고해상도위성영상을활용한딥러닝기반영상매칭기법

은 안정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기존 수작업 기반의 특징 추출 방법을 대체하고, 나아가 통합적인 딥러닝 기반

영상정합프레임워크로발전될것으로기대한다.



2003). 일반적으로 영상정합은 특징요소 추출, 특징요

소의 정합, 변환모델 구성, 그리고 영상변환의 네 단계

로진행된다(Zitova and Flusser, 2003). 이중정합쌍추출

은특징요소추출및정합을포함한과정으로영상정합

과정에서가장많은시간과비용을소요하는과정으로

지적되었다(Bentoutou et al., 2005; Blum and Liu, 2018;

Kennedy and Cohen, 2003).

영상정합에 널리 사용되는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FT) 기법(Lowe, 2004)은 컴퓨터비전 분야

에서개발되어위성영상간특징점및정합쌍을추출을

목적으로사용된다. 그러나고해상도위성영상은일반

영상(natural image)과 다른 광역의 복잡한 정보를 포함

하므로, 기존 SIFT기법을고해상도위성영상에적용할

경우영상정합정확도하락이발생하며오정합쌍에대

한추가적제거가요구된다(Li et al., 2009; Sedaghat et al.,

2011). 이에 따라 개선된 SIFT기반 기법들이 제시되었

으나, 특정 연구 지역이나 센서에 국한됨에 따라 범용

성 측면의 한계를 갖거나(Goncalves et al., 2011; Huo et

al., 2011) 저수준(low-level)의 국소적 특징을 추출하여

고해상도위성영상의정밀한정합에적합하지않은문

제가있다(Zhao et al., 2021).

딥러닝기반의영상정합은대량의데이터로부터고

차원 특징을 추출할 수 있으며(Zhang et al., 2018), 이질

적이고복잡한데이터에서도정확도나연산량, 속도면

에서 개선된 결과를 산출함에 따라 SIFT와 같은 기존

유사도 판별 방식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Yang et al.,

2018; Zheng et al., 2017). 그러나 딥러닝 기반 모델을 사

용하여 SIFT기법을적용한결과보다향상된결과를제

시한많은연구에서 Landsat위성영상등중저해상도영

상을사용하였으며(Wang et al., 2018; Zhao et al., 2021), 광

학위성영상외 SAR위성영상등을함께사용하는다종

(multi-modal) 위성영상자료의 정합을 목적으로 하여

(He et al., 2018; Zhang et al., 2021) 이러한 모델을 고해상

도위성영상에적용하기위해서는검증이더필요하다.

이처럼 딥러닝 기반 접근을 통해 영상 간 유사도를 빠

르고정확하게판별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활용한딥러닝기반영상정합연구는미흡

한실정이다.

한편, 딥러닝기반영상정합기법의성능을향상시키

기위해서는양질의학습자료가요구된다(Ma et al., 2021;

Melekhov et al., 2016). 딥러닝기법을영상정합에적용한

최근연구들은기존알려진특징추출기법에딥러닝네

트워크를 결합하는 통합 학습(integrated learning) 방식

과 영상으로부터 곧바로 변환 파라미터(transformation

parameters)를 예측하는 end-to-end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각 연산 비용에 비해 성능 향상 효과가 크지

않은문제와고품질학습자료를생성하기위해상당한

시간과비용이소요되는문제가여전히지적되고있다

(Ma et al., 2019; Ye et al., 2022). 이는영상정합의소요시간

을단축하고정확도를향상시키려는딥러닝기법적용

목적과상충되는어려움으로작용한다.

또한다시기다중센서고해상도위성영상자원의영

상정합을위한딥러닝기반정합쌍추출기술의개발에

는학습을위한다중센서고해상도위성영상의활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일반적으로

요청에따라영상을취득하므로기축적된영상데이터

베이스가특정센서로부터취득된영상의비중이크도

록 구성될 수 있다. 이처럼 편향성을 갖는 대규모 위성

영상 자료는 딥러닝 학습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편향성이존재하는다시기다

중센서 고해상도 위성영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영상

정합을위한딥러닝학습자료를생성하여사용할수있

다면, 영상정합에서가장많은시간을소요하는정합쌍

추출단계에딥러닝모델이효과적으로사용될수있을

것으로보고, 고해상도위성영상자료의영상정합을위

한정합쌍추출과정에서딥러닝기반기법의활용성을

확인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다시기다중센서고해상

도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딥러닝 학습자료를 생성하고

Siamese네트워크에합성곱신경망을결합한딥러닝기

반영상매칭모델을제안하였으며, 다중센서영상이다

양한조합으로구성된학습자료를사용하여정합쌍추

출을 수행하고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학습자료의 구성

이영상정합을위한정합쌍추출정확도에미치는영향

에대하여분석하였다.

다중센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딥러닝 기반 영상매칭을 위한 학습자료 구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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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료 구축 및 모델

1) 연구 자료

본연구는대전동일지역에대해 5개의고해상도위

성으로취득된다시기다중센서영상을활용한다(Table

1). 2009년부터 2020년까지구축된GeoEye (GE), World-

View 2 (WV2), KOMPSAT-3 (K3), KOMPSAT-3A (K3A),

Pléiades (PHR) 위성영상자원중구름에의한폐색이존

재하지 않는 영상이 활용되었다. 총 12장의 영상 중

K3A센서로 취득된 영상은 5장으로 고해상도 광학 위

성영상데이터베이스의편향성을확인할수있다. 전체

영상의 공간해상도는 0.5 m에서 0.79 m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동종 센서 내에서도 공간 해상도 및 촬

영각도등에서서로다른특성을보인다.

2) 학습자료 구축

12장의 시계열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부터 딥러닝

모델을 위한 학습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격자 기반의

SIFT알고리즘(Jung et al., 2020)을이용하여영상간초기

정합점을추출하였다. 추출과정에서정합행렬(matching

matrix; Jung, 2021)을이용하여다중영상간공통된정합

점을추출하였으며그과정에서오추출된정합점을제

거하고누락된정합점을복원하여충분한수의정합쌍

을확보하고자하였다. 보다정확도높은학습자료를생

성하고자각위성영상의 Rational Function Model (RFM)

을이용하여지상좌표를추정하고이를통해오정합쌍

을제거하였다. 학습에필요한오정합쌍은추출된정합

점을기준으로두영상간변환모델을구성하고이를기

반으로 임의적으로 생성하였다. 최종적으로 학습자료

는 Fig. 1(a)와같이총 14,305장의정합쌍과 8,695장의오

정합쌍으로 구성되었다. Fig. 1(b)와 Fig. 1(c)는 GE와

WV2로부터생성된정합쌍과오정합쌍의예시이며, 대

부분의오정합쌍이 Fig. 1에서와같이차이를육안으로

구분할수있는수준에서생성되었다. 최종적으로학습

자료의 정합쌍과 오정합쌍으로 구분되는 영상쌍의 집

합에대하여참(positive)과거짓(negative)의레이블(label)

을할당하여딥러닝용학습자료를구축하였다.

3) Siamese 합성곱 신경망 모델

Siamese 합성곱 신경망(Siames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SCNN)은 영상간 유사도 판별에 적합한 구조

로널리알려진 Siamese네트워크에합성곱신경망을적

용한 모델로서, 두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결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일반적인 Siamese네트워크는자매신경망

(sister networks)이라 불리는 두 개의 동일한 하위 네트

워크(subnetwork)로 이루어지며, 한 쌍을 이루는 두 개

의 입력영상이 하나씩 각 하위 네트워크로 나뉘어 들

어가 처리된다 . SCNN은 두 개의 순방향 퍼셉트론

(feedforward perceptron)으로 구성된 스트림(stream) 네

트워크구조를기반으로이러한하위네트워크를입력

영상으로부터특징을추출하는단순한 CNN네트워크

로구성되도록하였으며, 추출된특징을비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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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VHR satellite images used in this study and their specifications
Acquisition date Sensor Spatial resolution (m) Incidence angle (°)

1 2009.06.13 GeoEye 0.5 68.70
2 2015.03.24 World-View 2 0.5 63.90
3 2015.03.25 KOMPSAT-3 0.75 72.10
4 2015.10.28 KOMPSAT-3A 0.65 63.73
5 2016.02.07 KOMPSAT-3 0.79 67.55
6 2017.06.15 World-View 2 0.5 59.20
7 2018.07.07 KOMPSAT-3A 0.55 79.42
8 2019.01.02 KOMPSAT-3A 0.62 67.20
9 2019.10.02 KOMPSAT-3A 0.62 65.57
10 2019.05.16 KOMPSAT-3A 0.68 58.11
11 2020.03.25 Pléiades 0.73 73.37
12 2020.06.09 World-View 2 0.5 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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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tracted training samples. (a) 14,305 positive image pairs and 8,695 negative image pairs are
generated within the entire training dataset. As an example, (b) correct matching pair and (c) incorrect
matching pair extracted from GE and WV2 are presented.



유사도를결정할수있다(Fig. 2). 두하위네트워크는가

중치(weight)를 공유하고, 후속되는 완전연결층(fully-

connected layers)을 통해 각 하위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추출된특징으로부터유사성수준을결정한다. 최종단

계에서 모델은 손실 함수(loss function)를 기반으로 학

습을 통해 두 이미지 간의 유사성에 따라 0과 1 사이의

값을출력한다. 출력값은 1에가까울수록두영상간의

유사성이높게나타남을의미한다.

3. 연구 방법

1) 실험 설계

실험은학습자료내다종센서영상구성에따른성능

을확인하기위한총 5개의실험으로설계되었다. 실험

목적에따라서로다른학습자료와시험자료구성을갖

도록 하였으며 각각의 실험은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다

(Table 2). 실험 1에서는모델의성능을확인하기위하여

Table 1에나열한 12개위성영상전체를사용하여생성

한 전체 학습자료를 사용하였다. 실험 2와 실험 3은 동

종의영상으로구성된학습및시험자료를사용함에따

른차이를분석하기위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K3A

영상만을사용하여학습한후, 시험자료로는K3A영상

만을 사용하거나 전체 영상 중 K3A영상을 제외한 영

상을사용하였다. 실험 4에서는 K3A영상을배제한자

료로학습시킨모델을K3A영상으로시험하였고, 실험

5에서는 다중센서 학습자료 내 센서별 비율을 정제하

여사용하였다. 이때, 각실험별조건에따라사용되는

학습자료및시험자료를 8:2 비율로임의적으로분리하

여구성하였으며, 모든실험에서학습에사용된자료가

시험에다시사용되지않도록하였다.

2) 실험 환경 및 하이퍼파라미터 설계

모델은 Python 3.8 환경에서 PyTorch를 통해 구현하

였으며, 각입력영상은 256 × 256 픽셀크기의영상이쌍

을이루어모델로입력되었다. 학습을위한하이퍼파라

미터는 Table 3과 같이, 에폭(epoch)은 200, 배치 크기

(batch size)는 256, 학습률(learning rate)은 0.0001로 설정

하고 Adam최적화함수(optimizer)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손실함수(loss function)는 널리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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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of SCNN.

Table 2.  Dataset configuration for each of the five experiments
Experiment number Training dataset Test dataset

1 GE, WV2, K3, K3A, PHR (all) GE, WV2, K3, K3A, PHR (all)
2 K3A K3A
3 K3A GE, WV2, K3, PHR
4 GE, WV2, K3, PHR K3A
5 GE, WV2, K3, PHR (proportion refined) K3A

Data not used in the training process were used to test the model.



이진교차엔트로피손실(Binary cross-entropy loss) 함수

에 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를 결합하여, 모델을 통한

최종값은식(1)에서와같이두영상의유사성이높으면

1, 다른지역을나타내면 0으로산출되도록하였다.

Loss =  – ylogp + (1 – y) log(1 – p)             (1)

where   L = Calculated loss
y = Ground truth label
p = Predicted value of label

3) 정확도 평가

정확도평가를위해전체시험자료에대하여정합쌍

과오정합쌍의분류결과가실제와부합하는경우를집

계하고, 전체 시험 영상쌍의 수에 대해 레이블(label)을

정확하게 예측한 영상쌍의 비율로써 정확도를 정의하

였다(식(2)).

Accuracy =                              (2)

where   Nc = Number of image pairs that correctly
correspond with ground truth labels

            Nt = Total number of input pairs

매 실험에 앞서 해당 실험에 사용될 학습자료 및 시

험자료에 포함되는 영상쌍들을 새롭게 임의로 구성하

고실험을반복적으로수행한결과의평균정확도를바

탕으로모델의성능을평가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각실험의정확도평가결과는 Table 4와같이요약될

수있다. 12개위성영상전체를활용하여생성된자료를

사용한 실험 1에서 0.758의 정확도를 기록하였으므로

SCNN모델이 상이한 조건의 다중센서 영상이 혼재된

자료에서도높은정확도를획득할수있음을확인하였

다. 이러한모델안정성을바탕으로모델이자료로부터

고수준의특징을효과적으로추출하여활용할수있는

지가정확도차이에주요하게작용하였을것으로보고,

이어지는 실험 결과로부터 학습자료와 시험자료 구성

이정확도결과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실험 2의 결과에서 학습자료와 시험자료가 단일 센

서의 영상(K3A)으로 구성된 경우에 가장 높은 정확도

를 제시함으로써, 동종 센서 영상을 활용한 모델 학습

이 정확도 향상에 유리한 조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K3A영상간에도영상취득계절, 공간해상도, 입사

각등에서차이가있으며학습에사용된자료가시험에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분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과

적합은발생하지않았을것으로분석된다. 실험 2와비

교하여 실험 3에서도 상당한 정확도 결과가 산출됨에

따라, 특정센서영상의구성이높게구성된고해상도위

성영상자원을 고려하여 다종센서 영상을 포함하지 않

는 학습자료를 구축하여 사용하여도 유의미한 학습이

가능함을확인할수있다. 또한, 실험 3과반대로실험 4

에서 K3A영상이아닌서로다른 4가지다종센서영상

을사용한자료로학습시킨후K3A영상으로시험하였

을 때, 앞선 실험들과 정확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

지않는결과를도출하여전이학습의적용가능성을확

인할수있었다. 실험 5는딥러닝모델학습에다중센서

학습자료사용시편향된자료의영향을고려하여개별

센서별영상비율을정제하여학습에사용하였으며, 영

상비율이정제되지않은실험 4보다향상된결과를도

Nc

Nt

다중센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딥러닝 기반 영상매칭을 위한 학습자료 구성에 관한 연구

– 1511 –

Table 3.  Implementation details in experiments
Hyperparameters Value

Epoch 200
Batch size 256
Learning rate 0.0001
Optimizer Adam

Loss function Binary cross-entropy loss combined
with sigmoid function

Table 4.  Experimental results
Experiment number Training dataset Test dataset Accuracy

1 GE, WV2, K3, K3A, PHR (all) GE, WV2, K3, K3A, PHR (all) 0.758
2 K3A K3A 0.789
3 K3A GE, WV2, K3, PHR 0.739
4 GE, WV2, K3, PHR K3A 0.732
5 GE, WV2, K3, PHR (proportion refined) K3A 0.749



출하였다.

정확도는 실험 2, 실험 1, 실험 5, 실험 3, 실험 4 순으

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동종센서 영상 활용 시 가장

높은정확도를획득하였고, 정제되지않은다종센서영

상자료로부터학습을수행하고학습에사용하지않은

센서 영상(K3A)에 적용 시 가장 낮은 정확도가 도출되

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K3A영상에

대하여 K3A영상을포함하지않는이종센서영상들로

구성된자료를통해학습하거나시험한결과에서도상

당한정확도가산출되었으며, 이종센서영상의구성비

율을균일하게하는단순한자료정제만으로도영상매

칭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영상매칭정확도를얻기위해센서별영상특성에따른

최적의영상정합기술을개발하여동종센서간개별적

정합을수행하는대신이종센서영상들을적절히함께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정확도를 산출함과 동시에 영

상매칭 과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종센서로 구성된 학습자료를 사용한 결과에서도 과

적합이발생하지않음에따라전이학습을통해적은수

의영상을사용하여구축된고해상도위성영상기반딥

러닝학습자료의활용이가능할것으로사료된다.

5. 결론

본연구는다시기및다중센서고해상도위성영상에

대하여딥러닝기반영상매칭기법의활용성을확인하

고 고해상도 위성영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구축한 딥

러닝학습자료의구성이정합쌍추출결과에미치는영

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대전 지역에

대한 12개의다시기다중센서고해상도위성영상을기

반으로 영상정합을 위한 딥러닝 영상매칭 학습자료를

생성하고, 다양한구성의학습자료에대하여영상쌍간

유사도 판별에 효율적인 Siamese구조에 CNN네트워

크를결합한 SCNN을적용하여정합쌍추출결과를비

교하였다. 실험결과, 모델은단일센서자료사용시가

장높은정확도를기록하였으나다중센서자료를통한

결과에서도 안정적인 정확도를 획득하여 고해상도 위

성영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취득된 자료를 딥러닝 학

습자료로활용가능함을확인하였다.

고해상도위성영상은방대한정보를포함하므로영

상정합시고수준의특징을추출하여활용하기어렵고

정합쌍 추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며, 전통적인 영상정합 방법 적용 시 자료 전처리

과정에 RFM정보를참고하기어려운경우나동일지역

에대해비슷한시기혹은동종의고해상도위성영상을

얻기어려운경우에신속하고정확도높은정합쌍추출

에한계가있었다. 본모델의학습효율및안정적인정

확도를고려하였을때, 고해상도위성영상데이터베이

스를활용한 SCNN기반영상매칭기법은이종센서영

상 활용 시에도 간단한 영상 비율 정제를 통한 정확도

향상이 가능하여 영상매칭 효율을 증진시킴으로써 기

존 수작업 기반의 특징 추출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다중센서고해상도위성영상

자원의 활용이 불가피한 환경에서 다중센서 영상으로

구성된영상매칭학습자료의높은활용성을확인할수

있었다.

본연구는고해상도위성영상을활용한딥러닝기반

영상정합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영상정합에서 가장

많은시간을소요하는정합쌍추출단계에딥러닝기법

을 적용한 기초연구로서, 후속연구를 통해 K3A영상

외 영상의 수 및 영상쌍 집합의 조건을 다양화하는 등

확장된자료를활용하여더욱많은변수를고려하면서

도 안정적으로 향상된 정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

정이다. 특히제안된모델은딥러닝모델의적용성을확

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CNN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모

델개선의여지가크며트랜스포머(transformer) 모델등

최신기법을적용하여전체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을

것으로보인다. 따라서후속연구에서는발전된딥러닝

기반정합쌍추출모델로부터추출된정합쌍을이용하

여최종적으로고해상도위성영상의정합결과를도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시기 및 다중센

서고해상도위성영상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

도록다양한학습자료환경에서범용적인딥러닝기반

영상정합프레임워크로의발전이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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