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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위성 영상을 위한 경량화된 CNN 기반의 보간 기술 연구

김현호 1)·서두천 2)·정재헌 3)·김용우 4)†

A Study on Lightweight CNN-based Interpolation Method for Satellite Images

Hyun-ho Kim 1)·Doochun Seo 2)·JaeHeon Jung 3)·Yongwoo Kim 4)†

Abstract: In order to obtain satellite image products using the image transmitted to the ground station
after capturing the satellite images, many image pre/post-processing steps are involved. During the
pre/post-processing, when converting from level 1R images to level 1G images, geometric correction is
essential. An interpolation method necessary for geometric correction is inevitably used, and the quality
of the level 1G images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ccuracy of the interpolation method. Also, it is
crucial to speed up the interpolation algorithm by the level processor. In this paper, we proposed a
lightweight CNN-based interpolation method required for geometric correction when converting from
level 1R to level 1G. The proposed method doubles the resolution of satellite images and constructs a
deep learning network with a lightweight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fast processing speed.
In addition, a feature map fusion method capable of improving the image quality of multispectral (MS)
bands using panchromatic (PAN) band information was proposed. The images obtained through the
proposed interpolation method improved by about 0.4 dB for the PAN image and about 4.9 dB for the
MS image in the quantitative peak signal-to-noise ratio (PSNR) index compared to the existing deep
learning-based interpolation method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time required to acquire an
image that is twice the resolution of the 36,500×36,500 input image based on the PAN image size is
improved by about 1.6 times compared to the existing deep learning-based interpolation method.
Key Words: Interpolation, Super-resolution, Remote sensing, Satellite images

요약: 위성영상촬영후지상국에전송된영상을이용하여최종위성영상을획득하기위해많은영상전/후

처리과정이수반된다. 전/후처리과정중레벨 1R 영상에서레벨 1G 영상으로변환시기하보정은필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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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광학위성및 SAR분야등다양한원격탐사분야에서

딥러닝기술을활용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최근에는저해상도의위성영상을고해상도의위성영

상으로변환하기위한보간방법들이연구되고있으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위성 영상

의전/후처리알고리즘중에서레벨 1R영상을레벨 1G

영상으로변환할때기하보정은필수적으로요구되는

데, 이때 보간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위성 영상에 필요

한 보간 기법은 딥러닝 기술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딥러닝 기술이 보편화 되기 이전에는 bilinear,

바이큐빅과 같은 보간법 및 복원 기법 등이 사용되어

왔다. Bilinear, 바이큐빅과 같은 보간 기법은 빠르고 간

편하게 계산되지만, 바이큐빅의 경우 4×4, bilinear는

2×2로목표픽셀에인접한픽셀의정보만활용하며결

과영상에서영상이흐릿해지는현상이나타난다(Keys,

1981). 복원기반초해상화기법으로널리알려진 Yan et

al. (2015) 기법은영상내의사전지식정보를통해영상

을복원한다. 하지만, 영상내의사전지식정보를이용

하는데수행되는계산속도가영상의해상도가증가할

수록많은시간이소요되는문제가발생한다.

학습을선행으로진행하는사례기반(example-based)

보간기법은최근에는딥러닝기술이발전함에따라심

층 신경망 네트워크(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빠른 계산 속

도와 높은 성능으로 인하여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딥

러닝기술을활용한대표적인보간기법으로초해상화

알고리즘이주류를이루고있다. 초해상화기법에서바

라보는저해상도영상은원본영상의에지와같은윤곽

선정보나질감과같은디테일정보의고주파수정보를

잃은상태로정의하며초해상화기법의핵심은손실된

고주파정보를복원해내는것을목표로하게된다.

1) 딥러닝 기반 초해상화 기법 관련 연구

딥러닝 기반 자연 영상 초해상화 기법에서 위성 영

상에서의 초해상화 기법은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Liebel et al. (2016)은위성영상에대한콘볼루션신

경망기반의초해상화알고리즘을제안하였다. 연구에

서사용되는콘볼루션신경망네트워크의기본구조는

자연 영상의 초해상화 알고리즘인 Dong et al. (2014)이

제안한 SRCNN (Super-Resolution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구조와동일하다. 기존 SRCNN을위

성영상초해상화에그대로적용시킬경우바이큐빅보

간법과같은단순보간법보다성능이오히려저하되기

때문에이를해결하기위해 Liebel et al. (2016)은위성영

상으로이루어진학습데이터셋을구성하여새로이학

습시켰다. 학습에 적합한 위성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Sentinel-2 데이터셋내에서구름이나눈등으로시야가

가려지지않았으며단조롭지않은영상을선택하였다.

해당고해상도영상을참조(Reference) 영상으로설정하

고이들을바이큐빅보간법으로축소시켜저해상도입

력 영상을 생성한 후 해당 이미지들을 입력과 참조 영

상의쌍으로구성하여학습에활용하였다.

Tuna et al. (2018)은획득한저해상도위성영상으로부

터Hue-Intensity-Saturation (HIS) 변환을통해색정보를

제외한밝기정보만을추출하고, 밝기정보에대해서만

초해상화알고리즘을적용시켰다. 이는사람의눈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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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요구된다. 기하보정알고리즘에서는보간기법을필연적으로사용하게되며, 보간기법의정확도에따라서

레벨 1G 영상의품질이결정된다. 또한, 레벨프로세서에서수행되는보간알고리즘의고속화역시매우중요

하다. 본논문에서는레벨 1R에서레벨 1G로변환시기하보정에필요한경량화된심층컨볼루션신경망기반

보간기법에대해제안하였다. 제안한기법은위성영상의해상도를 2배향상하며, 빠른처리속도를위해경량

화된심층컨볼루션신경망으로딥러닝네트워크를구성하였다. 또한, panchromatic (PAN) 밴드정보를활용하

여multispectral (MS) 밴드의영상품질개선이가능한피처맵융합방법을제안하였다. 제안된보간기술을통

해 획득한 영상은 기존의 딥러닝 기반 보간 기법에 비해 정량적인 peak signal-to-noise ratio (PSNR) 지표에서

PAN 영상은약 0.4 dB, MS 영상은약 4.9 dB 개선된결과를보여주었으며, PAN 영상크기기준 36,500×36,500

입력영상의해상도를 2배향상된영상획득시기존딥러닝기반보간기법대비처리속도가약 1.6배향상됨

을확인하였다.



정보보다는밝기정보의변화에대해더욱민감한특성

을고려한것으로더욱효율적인초해상화를가능하게

하였다. 최종 결과 이미지를 얻을 때에는 저해상도 영

상의색정보를바이큐빅보간법을이용하여크기를늘

린 후, 초해상화를 통해 크기가 커진 밝기 정보와 결합

시키고이를다시HIS역변환을적용시켜최종결과이

미지를 얻는다. 기존 논문에서는 CNN기반의 SRCNN

과 very deep CNN for super resolution (VDSR) 모델을

이용하여 초해상화를 수행하였다. Bosch et al. (2018)은

생성적 적대 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기반의구조내의생성모델(Generator)에Densely

Connected Network (DenseNet) 구조를 적용시켜 영상

의특징을더욱효율적으로추출하고계산효율또한높

일 수 있도록 하였다(Huang et al., 2017). DenseNet구조

를 적용시킨 결과, DenseNet구조를 적용시키지 않은

기존의다른알고리즘에비해보다높은성능을보였고,

주관적 품질 또한 상당히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GAN

을사용하는네트워크의특성상기존의원본이미지와

는조금다른출력이미지를생성해내지만정량적인지

표가아닌주관적으로영상을바라보는관점에서는원

본 이미지와 거의 유사한 품질을 보인다. 하지만 초해

상화의배율이높아질수록원본이미지와는아예다른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 Lanaras et al. (2018)은

Sentinel-2 위성영상을활용하여보간영상을생성하는

컨볼루션신경망구조를제안하였다. Sentinel-2 위성영

상은 다양한 해상도의 여러 밴드들을 포함하며, 10 m,

20 m또는 60 m급GSD (Ground sampling distance)의해

상도를 지닌다. 위에 언급된 위성 영상 초해상화 연구

들은초해상화위성영상을획득할시에각각의밴드가

독립적으로초해상화를수행한다는단점이있다. 본논

문에서는 고해상도의 타 밴드(PAN) 영상을 추가로 활

용하여목표하는밴드(MS밴드)의저해상도입력영상

을고해상도의영상으로변환하는기법을제안하였다.

2) 경량화된 CNN기반 초해상화 관련 연구

Hui et al. (2018)은 원본 저해상도 이미지에서 고해상

도이미지를구성하는간결한CNN을기법을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특성 추출(feature extraction) 블록, 스택

정보 증류(stacked information distillation) 블록, 재구성

(reconstruction) 블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한,

enhancement unit과 compression unit을 결합하여 증류

(distillation) 블록을구성하여레이어중간의지역적피처

맵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Enhancement unit구조는두개의 3×3 컨볼루션블록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컨볼루션 블록의 세 번째

컨볼루션레이어에서슬라이스연산을통해정보를분

리해낸다. 이 분리한 정보를 두 번째 블록에 전달하거

나 이전 컨볼루션 블록에서 입력된 피처 맵과 합치는

연산등을통해피쳐맵의정보를효과적으로전달해줘

더많은정보를추출할수있는장점이생기게된다. 또

한 enhancement unit과 함께 compression unit을 이용하

여피처맵에서생성된정보를압축하기때문에정보를

다음레이어로전달할때보다중요한정보만전달이가

능하게된다. 제안된네트워크는레이어당필터수가작

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며, 시간 성능 측면에서 기

존의 방법보다 우수함을 보였다 . Hui et al. (2019)은

Information Distillation Network (IDN)이라고불리는심

층신경망기반초해상화기법을제안하였다. 제안된논

문은 contrast-aware attention (CCA) 레이어를 정의하고

이CCA레이어와함께 information multi-distillation block

(IMDB)을구성하여적당한수의매개변수만을사용하

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CCA 레이어는 초기 channel

attention기법에서 초해상화 영상에 맞는 기법으로 확

장시킨레이어로 channel attention기법은주로 Squeeze-

and-Excitation (SE) 모듈로사용되어왔다(Hu et al., 2017).

이러한 channel attention기법은분류또는감지에잘작

동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channel attention이잘동작

하는이유는 global average/maximum pooling이전역정

보를 잘 포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안된 논문에서

global average/maximum pooling이실제로 peak signal-to-

noise ratio (PSNR) 값을 향상시키는 데는 유리하지만,

structural similarity index (SSIM) 과 관련된 것처럼 이미

지의세부정보를향상시킬때는유리한구조가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lobal

average pooling레이어대신에표준편차와평균의합으

로구성한 contrast-aware attention (CCA) 레이어가사용

되었다. CCA레이어를이용하여 IMDB를단위블록으

로구성하여, 성능을유지하면서빠른속도로컨볼루션

연산을수행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 추가로DenseNet

구조를 기본 베이스로 하면서, split과 concat레이어를

위성 영상을 위한 경량화된 CNN 기반의 보간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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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구성한 progressive refinement module (PRM)

을 제안하였다. 이는, 전체 채널에서 대한 컨볼루션 연

산을수행하는것이아니라일부채널만컨볼루션연산

만수행하고이를뒤에서연결하여다음레이어로전달

하기 때문에 빠른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

만, 경량화된 CNN기반 초해상화 연구로는 아직 위성

영상에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L1G생성 및 레벨

프로세서에서 수행되는 보간 알고리즘의 고속화 연구

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성

영상을위한경량화된 CNN기반고속화된보간기법을

제안하였다. 본논문에서제안하는보간기법의주요한

특징은다음과같다.

•제안한 기법은 위성 영상을 가로 2배, 세로 2배의

해상도를향상하며, 빠른처리속도를위해경량화

된심층컨볼루션신경망으로딥러닝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PAN밴드정보를활용하여MS밴드의영상품질

개선이가능한피처맵융합방법을제안하였다.

•제안된보간기법을통해획득한초해상화영상은

기존의 딥러닝 기반 보간 기법에 비해 정량적인

PSNR지표에서 PAN영상은약 0.3 dB, MS영상은

약 4.9 dB개선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36,500×

36,500 영상을 2배 향상된 보간 영상을 획득하는

속도는 기존 기법 대비 약 1.6배 향상됨을 확인하

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연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실험 환경 및 구현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기법의 정성적,

정량적성능평가결과를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

서는결론으로연구결과및시사점에대해논의하였다.

2. 연구 방법

1) 제안하는 경량화된 CNN 기반 보간 모델 구조

본논문에서제안하는경량화된 CNN 기반보간모델

구조는 Fig. 1에서확인할수있다. 경량화된 CNN기반

초해상화네트워크중에서좋은성능을보이는Hui et al.

(2019)가제안한 Lightweight Image Super-Resolution with

InformationMulti-distillationNetwork (IMDN)의기본요

소블록인 information multi-distillation blocks (IMDB) 블

록을기본으로사용하여 CNN기반보간모델을구성하

였다. IMDB블록의기본구성은 Fig. 2에서볼수있다.

또한, Fig. 1에서보는바와같이 IMDB블록을단위(unit)

블록으로 구성하여 PAN및 MS를 대응하는 네트워크

를 구성하였으며, PAN영상은 MS영상 대비 4배가 크

기때문에먼저입력영상을받아 1채널영상을 16채널

로변환한다. 이때 16채널로만들어진피처맵은MS입

력 영상과 크기가 동일하다. 16채널로 만들어진 PAN

영상을 IMDB모듈 10개에 대해 순차적으로 통과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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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posed light-weight CNN-based interpolation network structure.



고 네트워크를 최종 단에서 concat과정을 수행한다.

concat이후 convolution을한번더거쳐입력영상을컨

볼루션거친피처맵과더하는과정을구성한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피처맵에서는 잔차 성분만

을학습하게되는장점을가지게된다. 그이후에 depth

를 space로확장하기위하 depth2space레이어를통해채

널을줄이면서, 크기를키워×2 업스케일을수행한다.

이후, 마지막 레이어에서 입력 영상을 ×2 업스케일한

결과영상과더함으로써최종 PAN영상을만들어낸다.

MS를위한 SR네트워크도 PAN네트워크와동일하나,

차이점은 PAN정보를추가로가져다가사용한다. PAN

에서나오는고화질정보를MS정보를전달하기때문에,

MS영상은원래의MS영상보다고화질의 SR영상을출

력할 수 있다. 나머지 과정들은 PAN초해상화 네트워

크와거의유사함을 Fig. 1에서확인할수있다.

2) 영상 정규화 기법

MS와 PAN의 5개 스펙트럼 영상들은 서로 통계적

특성이 많이 다른 편이며 어느 정도의 데이터 정규화

(Normalization) 등의 전처리가 필요하다. 30개의 위성

영상에서 Bit Depth를 나눈 후,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를구하면 Table 1과같다.

영상을정규화하는방법으로대표적인방법은훈련

데이터 셋에 대한 전체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구하고 이

를 입력 영상 정규화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전

체 훈련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구한 평균 및 표준 편차

를 이용하는 기법은 훈련 데이터 셋과 다른 픽셀 분포

도가 다른 새로운 지역의 영상이 입력될 때, 해당 영상

의정규화가잘되지않는단점이있다. 본연구에서제

안하는기법은입력영상에대해작은사이즈의패치단

위로정규화하는기법을제안하였다. 제안된정규화기

법은입력영상에가우시안블러를적용하여입력영상

크기의평균맵을구하고, 입력영상으로부터평균을빼

고제곱한후가우시안블러를적용하고제곱근을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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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overall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normalization method.

Fig. 2.  IMDB unit configuration.

Table 1.  Information on overall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KOMPSAT-3A training images

Band Red Green Blue NIR PAN
Mean 0.1935 0.2219 0.1953 0.3083 0.1115

Standard
Deviation 0.1216 0.1220 0.0911 0.1723 0.0599



표준 편차 맵을 생성하여 정규화에 사용한다. 관련 연

구에서는MS와 PAN입력영상모두에대해서같은크

기의패치를사용하여정규화를진행하였는데, 이처럼

패치 단위의 정규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한 영상 내에

여러가지지형들이포함되어있어통일된정규화값을

적용 시 색깔이 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

지만패치크기가너무작아지면정규화후의영상이에

지 맵과 비슷해져서 훈련이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패치 내에서 여러 다른 지형을 포함하지 않으며, 정규

화 이후 결과가 에지 맵과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 만

큼 적절히 큰 값을 가져야 한다. 패치 크기를 경험적으

로 찾아낸 값은 MS입력 영상에 대해 9×9, PAN입력

영상에 대해 9×9의 패치 사이즈이다. Fig. 3에 본 연구

에서적용한지역정규화방법을보여주고있다.

3) 추론 시간 단축을 위한 CNN 기반 보간 모델 구성

본 연구에서는 CNN기반 보간 모델의 출력 영상의

화질뿐만아니라추론시간도매우중요하다. 아무리화

질향상성능이좋은모델이라하더라도추론시간이목

표로설정된추론시간보다느리게되면전체시스템에

서수행되는시간에제약이생길수밖에없다. 따라서,

화질과추론시간간의적절한타협이필요하다고할수

있다. 대부분의 CNN기반 딥러닝 보간 모델은 컨볼루

션과같은연산을수행하기에적합한하드웨어인GPU

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GPU병렬 처리를 위하여 CPU

상에서만처리되는레이어중하나인바이큐빅보간레

이어를 nearest neighbor (NN) 업샘플링 (up-sampling)과

gaussian blur로합친새로운레이어로대체하였다. 대체

된레이어는GPU에서동작이수행되기때문에매우빠

른연산속도로추론을수행할수있다. 따라서, 업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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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execution time between FP32 precision and FP16 precision.

Fig. 4.  An arithmetic operation of convolution layer and precision transformation.



링을필요로하는모든모듈에서바이큐빅보간법대신

에새로운NN+gaussian blur조합으로대체하여네트워

크를새롭게구성하였다.

새롭게제안하는레이어뿐만아니라고속으로딥러

닝 기반 보간 모델을 추론하기 위해 정확도 감소를 적

절하게조합하여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는 FP32로구

성되어 있는 활성 맵 과 파라미터 정보를 FP16으로 변

환하여, 추론 시간을 단축하였다. Fig. 4에서 컨볼루션

연산에서수행되는기존기법과제안된기법의차이를

확인할수있다.

FP32에서 FP16으로 변화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첫 번째 크롭된 영상이 제안한 보간 모델을 수행할 시

에 나타나는 시간 차이다. CPU에서 GPU로 네트워크

정보, 입력영상등의데이터가전달되는데, 이때소요

되는시간이 FP32의경우는약 24.7초인데반해, FP16으

로변경하는경우약 3.5초로 1/8 시간이감소되는것을

Fig. 5를통해확인할수있다.

4) 위성 영상 데이터셋 및 실험 환경

이번절에서는제안된보간모델을검증하기위한실

험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실험을 위해 제안한

CNN기반 보간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

터셋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KOMPSAT-3A위

성 영상을 기반으로 보간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KOMPSAT-3A영상은 14비트 bit-depth를 가지며, 1개

의 PAN밴드및 4개의MS(R,G,B,NIR) 밴드로총 5개의

밴드 영상을 가지고 있으며, GSD는 PAN: 0.55 m, MS:

2.2 m이다. 훈련을위한 KOMPSAT-3A영상을 30개, 테

스트를위한 KOMPSAT-3A영상 2개를준비하였다. 훈

련으로 사용된 영상은 KOMPSAT-3A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촬영된사막, 바다, 산림, 도시지역등으로

구성하였다. 테스트 영상은 Baotou지역의 Edge Target

으로 서로 다른 날짜에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였다. 위

성영상원래의크기로한번에보간모델을훈련하기에

는 GPU의 메모리 한계로 인해 불가능하며, PAN밴드

기준 1024×1024 단위로크롭하여훈련영상데이터셋

을구축하였다. PAN과MS의영상비가 4:1이기때문에,

MS밴드영상은 256×256의사이즈를가지도록크롭을

수행하였다. 실험을위해사용한언어는 Python으로구

현하였으며, 제안하는모델구현을위해사용된딥러닝

프레임워크는 tensorflow 1.15를이용하였다. 또한, 위성

영상입출력을위해 tifffile패키지를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 보간 모델 훈련 시에

supervised learning기법을이용하여네트워크를훈련하

였다. Supervised learning으로 네트워크를 훈련하기 위

해 Ground Truth (High Resolution, HR) 이미지와 Low

Resolution (LR) 입력영상을필요로하며, LR입력영상

이보간모델을통과한후에 HR영상과의차이를최소

화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훈련 시에 필요한 LR입력 영상은 추가로 만들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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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block diagram of the proposed super-resolution network training and evaluation method.



한다. 본연구에서는 LR입력영상을가장많이알려진

바이큐빅 다운스케일 기법으로 생성하였다. Fig. 6에

전체적인 제안한 보간 모델의 훈련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한 CNN기반 고속 보간 모델을 훈련할 시에

많은 종류의 손실 함수를 이용하여 훈련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손실 함수로 픽셀 손실 함수로 L1, L2,

Charbonnier (Lai et al., 2018) 손실함수등이있으며, 컨

텐츠 손실 함수(content loss), 텍스쳐 손실 함수(texture

loss), GAN에서많이사용하는 Perceptual loss, adversarial

loss등이 있다(Ledig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영상의

왜곡이 최소화되고 정량적 지표인 PSNR성능을 높이

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보간 모델을 훈련할 때 많이 사

용하는 L1 (ABS) 손실함수를적용하였다. L1 손실함수

는 입력 영상을 영상 왜곡이 없이 향상된 해상도를 가

지는보간영상을획득할수있다.

3. 실험 결과

제안한딥러닝기반보간모델의성능을평가하기위

해 정량 평가 및 정성 평가 모두를 수행하였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정량적 지표로 많이 사용되는 PSNR과 구

조적 유사도를 가리키는 지표인 SSIM (Structural

Similarity Index) 지표를 사용하였다(Wang et al., 2004).

SSIM지표는 1에 가까울수록 원본과 일치됨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정량적 분석 실험에 사용한 위성 영상은

KOMPSAT-3A훈련 영상 30개 중에서 훈련 영상으로

사용되지않은랜덤하게 1,024×1,024 크기로크롭된 50

개의위성영상을기준으로측정하였다. 비교실험에사

용된기법으로고전적인보간기법인 nearest neighbour

영상과본논문에서제안한보간모델의단위블록을제

안한 IMDN초해상화네트워크(Hui et al., 2019) 와의성

능을비교하였다. Table 2와 Table 3에서보는바와같이

PAN밴드및MS밴드모두비교실험에사용된기법보

다 PSNR, SSIM모두높은성능을보여주고있다. PAN

밴드에서는 IMDN초해상화네트워크대비약 0.39 dB

향상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데 IMDN네트워크대비

약 0.7%의 성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MS밴드에서는

IMDN초해상화네트워크에비해 PSNR성능이약 4.95

dB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약 10.8%

성능향상을보였다. 결과적으로본논문에서제안한피

처맵융합기법이매우효과적임을알수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수행 시간 측

정은위성영상입력이네트워크에입력되고결과영상

이출력되는데까지소요되는시간을측정하였으며, 크

롭되지않은원영상크기의위성영상 5개를이용하여

수행시간을측정하였다. 실험설정에서최대의영상크

기로는MS영상은 9,125×9,125×4, PAN영상은 36,500

×36,500×1로설정하였다. Table 4에서보는바와같이

KOMPSAT-3A위성 영상에서 획득한 다섯 가지의 영

상을획득하여수행시간측정에이용하였으며, 테스트

영상중하나인이미지 5를최대크기의해상도로맞추

어크기변환을수행한결과가이미지 5a영상이다.

Table 5에서보는바와같이다섯가지의테스트영상

수행시간은약 18초~27초사이의결과를나타냄을확

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IMDN초해상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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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interpolation
model in the PAN band

Methods PSNR ↑ Diff SSIM ↑ Diff
IMDN 53.8663 – 0.9953 –
Ours 54.2630 +0.3967 0.9976 +0.0023

Table 3.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interpolation
model in the MS bands

Methods PSNR ↑ Diff SSIM ↑ Diff
IMDN 45.7487 – 0.9768 –
Ours 50.7001 +4.9514 0.9802 +0.0034

Table 4.  Test image size to measure execution time
Image 1 2 3 4 5 5a

INPUT
Size

MS (5960, 6015, 4) (5990, 6015, 4) (5760, 6015, 4) (4080, 6015, 4) (5730, 6015, 4) (9125, 9125, 4)
PAN (23840, 24060) (23960, 24060) (23040, 24060) (16320, 24060) (22920, 24060) (36500, 36500)

SR Size
MS (11920, 12030, 4) (11980, 12030, 4) (11520, 12030, 4) (8160, 12030, 4) (11460, 12030, 4) (18250, 18250, 4)
PAN (47680, 48120) (47920, 48120) (46080, 48120) (32640, 48120) (45840, 48120) (73000, 73000)



대비처리속도가약 1.6배정도빠른수행속도임을확

인할 수 있다. 기존의 초해상화 네트워크는 FP32 연산

을 수행함으로 인해 CPU에서 GPU로 초해상화 네트

워크와 입력 영상을 이동할 때 첫 번째 크롭 영상에서

오랜시간걸리는문제가그대로전체시간에누적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제안한 CNN기반보간모델에 FP16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 첫 번째 크롭 영상에 걸리는 시

간이 1/8 정도가량시간이단축되기때문에전체수행

시간이 매우 짧아지게 된다. FP16으로 인해 발생하는

PSNR, SSIM및 화질 저하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무

시해도 되는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 제안한 보간 모

델에서최대해상도크기인MS영상은 9,125×9,125×4,

PAN영상은 36,500×36,500×1에서의 수행 시간이 약

50초로수행됨을확인할수있다.

PSNR, SSIM과같은정량적평가방법이외에제안하

는초해상화기법확인하기위하여주관적영상평가를

수행하였다. 주관적 영상 평가로 많이 활용하는 Edge

Target에서 Nearest Neighbor보간법, IMDN기반 초해

상화 영상, 제안하는 보간 모델 결과 영상을 비교하였

다. Fig. 7는 PAN밴드에서수행한결과영상을보여주

고 있다.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채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에지 구분 정도가 제안한 보간 모델 영상이 가

장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영상의 선명도 측면에

서도다른영상대비가장좋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

Fig. 7의 오른쪽 결과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 모양

의 형태를 제안한 방법이 가장 잘 구별할 수 있음을 확

인할수있다.

PAN밴드위성영상과더불어MS밴드에서의위성

영상 실험 결과가 Fig. 8에 보는 바와 같다. MS밴드 영

상에서 Edge Target으로 보이는 부채꼴 모양의 에지가

다른 두 기법 대비 가장 뛰어난 복원력을 보임을 확인

할수있었으며, 일반영상에서도Edge Target영상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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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ecution time results for evaluation images
Computation Time (sec) 1 2 3 4 5 5a

IMDN 44.16 41.36 42.51 31.28 44.21 80.41
Ours 27.26 25.38 26.56 18.64 27.65 49.94
Diff 16.9↑ 15.98↑ 15.95↑ 12.64↑ 16.56↑ 30.47↑

Fig. 7.  The qualitative results of SR images in PAN band. Fig. 8.  The qualitative results of SR images in MS band.



찬가지로 Edge나선명도측면에서기존기법대비가장

뛰어난성능을보임을알수있다. 즉, 제안한피처맵융

합기법으로 PAN밴드정보를활용하여MS밴드영상

을 보간함으로써, 가장 선명도 있는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다.

4. 결론

본논문에서는레벨 1R에서레벨 1G로변환시기하

보정에 필요한 경량화된 CNN기반 보간 기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은 위성 영상의 해상도를 2배

향상하며, 빠른 처리 속도를 위해 경량화된 심층 컨볼

루션신경망으로딥러닝네트워크를구성하였다. 또한,

PAN밴드정보를활용하여MS밴드의영상품질개선

이 가능한 피처 맵 융합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딥

러닝 기반 보간 모델을 통해 획득한 위성 영상은 기존

의딥러닝기반초해상화기법에비해정량적인 PSNR,

SSIM지표에서 비교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최

대목표해상도에서 2배해상도가향상된영상획득시

처리 속도는 기존 기법 대비 약 1.6배 향상됨을 확인하

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보간 모델을 바탕으로 레벨

1R에서레벨 1G로변환시기하보정후에획득한레벨

1G영상의 경우 영상의 주관적 품질 성능뿐만 아니라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 결과가기존보간기

법대비높은성능을기대할수있다. 향후연구로제안

한 보간 모델로 생성된 영상의 주관적 품질을 더욱 극

대화할수있는연구와좀더빠른수행시간을가지는

경량화및최적화된보간모델개발의연구를수행할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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