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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etection of water bodies in land surface is an essential part of disaster monitoring, such
as flood, storm surge, and tsunami,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analyzing spatial and temporal variation
of water cycle. In this study,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different thresholding-based methods for water
body detection and their applicability to Kompsat-5 SAR data were presented. In addition, the effect of
speckle filtering on the detection result was analyzed. Furthermore, the variations of threshold values by
the proportion of the water body area in the whole image were quantitatively evaluated. In order to improve
the binary classification performance, a new water body detection algorithm based on the bimodality test
and the majority filtering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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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육상의 수체를 탐지하는 것은 홍수, 태풍, 지진해일과 같은 재해 모니터링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

며, 습지, 빙하 등 지표 수자원의 시·공간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Kompsat-5 SAR 영상으로부터 육상의 수체를 탐지하기 위하여 임계값에 기반한 접근방법의 적용성을 분

석하고, 다양한 임계값 설정 기법의 탐지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SAR 영상의 스펙클 필터링이 임계값 설

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영상에서 수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탐지 성능의 변화에 대한 정량적

인 평가를 수행하였다. 추가적으로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히스토그램의 bimodality 검정과 majority

filtering 처리를 활용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세종시 지역의 사례의 경우 제안된 알고리즘을

통해 최종적으로 약 96%의 탐지율과 0.3%의 오탐지율로 수체를 탐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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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육상의 수체를 탐지하는 것은 홍수나 지진해일과 같

은 재해 모니터링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며, 습지의 변

화, 빙하의 해빙과 결빙 등 지표 수자원의 시·공간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구관측

용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은 시시각각 변화

하는 지표 수자원을 지속적고 주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

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다양한

원격탐사 시스템 중에서, 마이크로파를 송·수신하여

관측을 수행함으로서 주야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고해

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시스템은 불특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관측 수

단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에 잠겨있는 지역에서는 송신된 마이

크로파 신호가 물 표면에서 정반사(specular reflection)

를 일으켜 지표의 다른 물체에 비해 낮은 레이더 후방

산란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수체를 탐지하는 이진

분류(binary classification)를 위해 영상에서 낮은값을 보

이는 영역과 그 밖의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임계값

(thresholds)을 설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Bartsch et al.(2007)은 C-밴드의 ENVISAT ASAR 영상

에 대하여 경험적인 임계값을 제안하였고, 이를 이용하

여 영구동토에서 열카르스트(thermokarst) 호수 지역을

매핑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 Bovolo et al.(2007)와

Martinis et al.(2009) 에서는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한 목

적으로 영상처리 분야에 많이 사용되는 KI 기법 (Kittler

and Illingworth, 1986)을 이용하여 홍수 피해지역을 탐지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Schumann et al.(2010)에서는

ENVISAT 영상으로부터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해 Otsu

기법 (Otsu, 1979)을 적용하였다. Pulvirenti et al.(2011)은

수체를 탐지하기 위해 물리적 산란모델에 기반하는

fuzzy threshold 방법을 제안하였고, Magen et al.(2011) 에

서는 감마분포의 확률모형을 영상의 히스토그램에 맞

추어 임계값을 설정하는 Gamma-distribution-fitting(GF)

기법을 제안하였으며, Park et al.(2013)은 지진해일 피해

지역을 탐지하기 위해 Expectation-Maximization(EM) 기

법을 이용하여 임계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특정 SAR 시스템의 실제적인 활용의 목적으

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Kuenzer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경험적인 임계값을 이용하여

홍수 피해지역 탐지를 위한 ENVISAT ASAR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 Martinis et al.(2015)에서는

TerraSAR-X 자료의 자동화된 홍수 탐지 서비스를 위해

SAR 영상과 DEM 및 기타 수계에 대한 사전 정보를 통

합적으로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SAR 영상에서 나타나는 수체와 그밖의 지역에 대한

산란 특성의 차이는 사용하는 마이크로파의 주파수, 입

사각, 편광 등 시스템 변수와 바람, 수심 등 환경적인 요

인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며, 모든 경우

에 적용가능하며 우수한 결과를 제공하는 표준화된 방

법은 존재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최신 SAR

시스템인 Kompsat-5에 대하여 다양한 임계값 설정 방

법들이 수체를 탐지하는데 어떠한 성능을 보이는지 비

교 평가 하고,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알고리즘

을 제안하고자 한다. 테스트하고자 하는 임계값 설정 방

법은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된 KI 기법, EM 기법, GF 기

법이며, 관측조건에 따른 마이크로파의 산란 특성 및

Kompsat-5 SAR 영상의 다양한 통계적 특성에 따른 탐

지 성능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1) KI 기법

KI 기법(Kittler and Illingworth, 1986)은 영상의 히스

토그램 h(x)을 목표물과 배경에 해당하는 두 클래스로

나누기 위한 임계값 설정 문제에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접근 방법으로서, 두개의 가우시안 분포

에 의해 정해지는 이진 분류의 오차 확률을 최소화 하

도록 임계값 τKI 를 설정한다. SAR 영상의 후방산란값

의 분포가 두 가지 클래스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혼합 확률분포 p(x)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x) = P1 p(x|ω1) + P2 p(x|ω2)                   (1)

이때, P1과 P2는 클래스 ω1과 ω2의 사전확률이며 각 클래

스가 가우시안 분포라 가정하면, 조건부 확률 p( g|ωi)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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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g|ωi) =  exp[_ (g _ μi)2/2σi2], i =1 or 2       (2)

사전확률 및 각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μi)과 표준편

차(σi)는 영상의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으며,

임의의 임계값 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i (T ) = h(x)                               (3)

                       μi(T ) =  h(x)x/Pi (T )                        (4)

            σ2i (T ) =  {x _ μi (T )}2 h(x)/Pi (T )             (5)

이때, ω1의 경우 a = min(x),b=T 이며, ω2의 경우 a = T +

1, b = max(x) 이다. KI 기법에서는 이진 분류의 오차확

률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베이지안 규칙에 의거해 도출

된 평가 함수 J(T )를 최소화 하는 임계값 τKI 를 최적의

임계값으로 설정한다.

 J(T ) = 1 + 2[P1 (T ) log σ1 (T ) + P2 (T ) log σ2 (T ) ] _ 2[P1 (T )log P1 (T )+ P2 (T ) log P2 (T )]        (6)

                          τKI = arg min [J(T )]                           (7)

2) Expectation-Maximization(EM) 기법

KI 기법은 영상의 히스토그램만을 이용하며 반복적

인 계산 없이 임계값을 결정하므로 영상의 크기와 관계

없이 빠른 연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작점과

계급구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M 기법(Dempster et al., 1977; Bruzzone and

Prieto, 2000)은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아닌 화소값 자체

를 이용하여 임계값을 구한다. X = {X(m, n), 1 ≤ m, ≤ M,

1 ≤ n ≤ N}를 M×N크기 영상의 화소값들에 해당하는

확률변수라 하고, KI 기법과 마찬가지로 영상의 확률분

포를 가우시안 혼합 밀도 모델로 가정하면, 혼합 확률

분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X) = P1 p(X |ω1) + P2 p(X |ω2)                 (8)

역시 사전확률 및 각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추정하여야 하는데, EM 기법에서는 이러한 파라

미터들을 반복적으로 계산하여 수렴에 이르게 되었들

때의 결과를 최종적인 추정값으로 결정한다. 가우시안

혼합 밀도 모델의 경우 t번째 반복 계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Pi t + 1 =          (9)

 μi
t + 1 = (10)

σi2
t + 1 =  (11)

이때 , 베이지안 결정이론에 따른 임계값 To는 P(ω1)

p(X|ω1) = P(ω2)p(X|ω2)를 만족하는 X에 해당되며, 가우

시안 경우에 다음과 같은 2차식을 풀면 얻을 수 있다.

      (σ1
2 _ σ2

2) T 2o + 2(μ1 σ2
2 _ μ2 σ1

2) To + μ2
2 σ1

2 _ μ1
2 σ2

2

      + 2σ1
2 σ2

2 ln [ ] = 0                                   
(12)

이러한 반복계산을 위한 초기값은 임의로 설정하거

나 히스토그램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Bruzzone and Prieto, 2000), 식 (12)를 통해 계산된 임계

값이 이전 단계의 임계값에 비해 변화가 없는 수렴에 이

르렀을 때의 값 τEM을 EM 기법에 의한 임계값으로 설정

한다.

3) Gamma-distribution-fitting(GF) 기법

KI 기법이나 EM 기법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가

우시안 혼합 밀도 모델은 스펙클, 산란 메커니즘, 산란

무질서도 등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SAR 영상의

통계적인 특성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물 표면

과 같이 정반사 현상이 지배적인 산란메커니즘인 균질

한 산란체의 경우, SAR 영상에 나타나는 후방산란값의

분포는 스펙클의 영향이라 생각할 수 있다. GF 기법

(Magen et al., 2011)에서는 multi-look SAR 영상에 대하여

수체에서의 산란현상에 대한 확률분포를 감마분포로

가정하고, 영상의 히스토그램 중 수체에 해당하는 부분

에 적합한 감마분포를 찾아낸 후 이를 바탕으로 임계값

을 설정한다. Multi-look SAR의 후방산란값 x를 확률변

1
2πσi

b
∑

x = a

b
∑

x = a

b
∑

x = a

1
MN

M
∑

m = 1

N
∑

n = 1

Pt (ωi) pt (X(m, n)|ωi)
pt (X(m, n))

∑M
m = 1 ∑N

n = 1 X(m, n)

∑M
m = 1 ∑N

n = 1

Pt (ωi) pt (X(m, n)|ωi)
pt (X(m, n))

Pt (ωi) pt (X(m, n)|ωi)
pt (X(m, n))

∑M
m = 1 ∑N

n = 1 {X(m, n) _ ut
i}2

∑M
m = 1 ∑N

n = 1

Pt (ωi) pt (X(m, n)|ωi)
pt (X(m, n))

Pt (ωi) pt (X(m, n)|ωi)
pt (X(m, n))

σ2 P(ω1)
σ1 P(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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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할 때 shape parameterk와 scale parameter θ로 정의

되는 감마분포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x; k, θ) = exp [ _ ]            (13)

이때, x1 = min(x)는 확률변수가 양의 값을 갖도록 후

방산란값의 범위를 이동 시키기 위해 적용되었다. 이론

적 감마분포의 k와 θ 파라미터는 관측된 SAR 영상의 히

스토그램으로부터 추정하여야 한다. 영상의 히스토그

램은 수체에서의 신호와 그 밖의 지역에서의 신호들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수체에서의 신호에 해당하는 부분

에 적합한 파라미터를 추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Magen et al.(2011)에서는 감마분포의 모드(mode) 이하

의 부분만이 영상의 히스토그램과 fitting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감마분포의 모드 xm 은 k ≥ 1

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xm = (k _ 1)θ + x1                           (14)

따라서 모든 가능한 xm과 k에 대하여, 이론적인 감마

분포 f(x)와 영상의 히스토그램 h(x)와의 차이를 xm까지

계산하였을때의 최소제곱오차(RMSE)를 최소화함으

로써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이론

적 감마분포와 관측된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바탕으로

임계값을 설정하는 것이다(Fig. 1). GF 기법에서는 수체

에 해당하는 감마분포와 영상의 히스토그램이 차이나

기 시작하는 지점을 최적의 임계값 τGF (> xm)으로 설정

한다.

3. 적용 결과

1) 임계값 설정 기법의 성능 비교

Kompsat-5 SAR 영상에 대한 임계값 설정 기법의 적

용성과 탐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2014년 4월 16일에

(x _ x1)k _ 1

θ k Γ(k)
(x _ x1)

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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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 of the fitted gamma distribution to a SAR
backscatter histogram having bimodal distribution. Two
vertical line shown in the figure are the optimized
xm(blue) and τGF (red).

Fig. 2. (a) Kompsat-5 image of the study area and (b) its histogram. Vertical lines in the right hand side show the calculated threshold
values from KI, EM, and GF methods.



획득된 세종시 지역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Kompsat-5

는 X-밴드 SAR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관측

모드로 운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HH편광의 스텐다

드모드 자료 (ST02)를 획득하였다 . 획득된 영상은

ascending orbit에서 22.2°-25.2° 정도의 다소 작은 입사각

으로 관측이 수행되었으며, 약 4 m × 2 m (ground ×

azimuth) 정도의 공간해상도를 갖는다. 수체 탐지를 위

한 추가적인 자료처리에 앞서 SAR 영상의 스펙클을 줄

이기 위해서 5×5 윈도우를 사용한 enhanced Lee filter

(Lopes et al., 1990)를 적용하였다.

Fig. 2는 연구에 사용된 영상과 해당 영상에 대한 후

방산란값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지역

SAR 영상에서 보이는 주요 수체로는 남북방향에 걸쳐

있는 금강과 near range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가

있다. 영상의 후방산란값의 히스토그램은 두 개의 모드

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bimodal 분포 특성을 잘 보여주

고 있다. Fig. 2(b)의 히스토그램에는 앞서 소개한 기법

들을 통해 계산된 임계값이 표시되어 있는데, KI 기법

이 가장 낮은 임계값을 EM 기법이 가장 높은 임계값을

보인다.

Fig. 3은 각 기법을 통해 도출된 임계값을 바탕으로

이진 분류를 수행한 결과이다. Fig. 3(a)에는 영상의 시

각적인 해석과 지도 등 부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수동

적으로 선택된 수체 영역를 나타내고 있다. 이진 분류

결과들을 이 Fig. 3(a)의 참조 영상과 비교해 보면, 모든

임계값 설정 방법에서 영상에 존재하는 금강과 호수공

원이 수체로 성공적으로 탐지 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은 각 이진 분류 결과에 대한 정확도 분석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모든 기법에서 80% 이상의 탐지율(Detection

rate, Pd )을 얻을 수 있으며, EM 기법이 96%로 가장 높은

탐지율을 보인다. Fig. 3를 보면 탐지율이 높아질수록 수

체 이외의 지역이 탐지되는 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

는데, 이러한 오경보율(False-alarm rate, Pfa)의 경우는 KI

기법이 가장 낮은 0.8%, EM 기법은 가장 높은 2.3% 정

도 비율을 보인다.

탐지율과 오경보율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F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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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Manually selected reference water body map (blue) and thresholding-based binary classification result for water-covered
area detection (white: water, black: others) by (b) KI method, (c) EM method, and (d) GF method.



(Figure of Merit) (Foulkes and Dooth, 2000) 지표를 통해

각 기법의 성능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

                            FoM =                            (15)

이때, Ntd 는 타겟을 탐지한 픽셀수, Nfa 는 오경보 픽셀

수, 그리고 Ngt 는 전체 테스트 픽셀수 이다. FoM은 탐지

율이 증가하고 오경보가 감소할수록 그 값이 증가하게

되고, 오탐지가 없이 모든 타겟이 완벽하게 탐지되었을

때 1의 값을 나타낸다. 각 기법에 대한 FoM 계산결과를

보면 (Table 1) KI 기법이 가장 낮고, EM 기법과 GF 기

법은 거의 동일한 탐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 스펙클 영향

SAR 영상의 통계적인 특성은 다양한 시스템적 환경

적 요인이외에도 모든 SAR 영상에 공통적으로 존재하

는 스펙클(Speckle)에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임

계값을 설정하는데 있어 이러한 스펙클의 영향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스펙클은 coherent 신호처리

를 통해 영상을 형성하는 SAR 시스템에 존재하는 특성

으로서, 수신된 신호의 위상정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

지 않는 응용에 있어서 흔히 랜덤 노이즈로 간주되며,

Lee filter (Lee, 1980), enhanced Lee filter (Lopes et al., 1990)

등과 같은 스펙클 필터를 통해 영상에 존재하는 스펙클

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펙클 필터는 고정된 크

기의 윈도우 영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등 샘플의 통

계량을 바탕으로 적절한 필터링 계수를 추정하여 스펙

클 노이즈를 줄이게 되는데, 이때 윈도우의 크기가 클

수록 샘플의 개수가 증가하여 스펙클의 저감 효과는 높

아지지만, 물체의 윤곽이나 포인트 타겟과 같은 세밀한

부분이 보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필터링을

위한 적절한 윈도우 크기의 선택이 요구 된다.

Fig. 4와 Table 2는 3×3 부터 9×9까지 윈도우 크기를

변화시켜 가면서 enhanced Lee filter를 수행한 후 각각의

SAR 영상을 입력으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진 탐지

결과에 대한 비교 평가이다. Fig. 4(a)는 가능한 모든 임

Ntd

Nfa + N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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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ROC curves for the water body detection with the window size as a parameter, (b) comparison of the effect of window size
in the speckle filter on various thresholding methods by FoM.

Table 1. Accuracy assessment for water body detection
Predicted (KI) Predicted (EM) Predicted (GF)

Others Water Others Water Others Water

Truth
Others 1239375 10320 1220756 28939 1235783 13912
Water 26796 124959 6057 145698 17682 134073

Detection rate 0.823 0.960 0.883
False-alarm rate 0.008 0.023 0.011
Figure of Merit 0.771 0.806 0.809



계값에 대해 오경보율 대 탐지율을 도시화한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임계값 설정 방법과 무관하게 다양한 윈

도우 크기에 따른 수체 탐지 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때 1×1 윈도우 크기는 스펙클 필터링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인데, 탐지 성능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스펙클

필터를 적용하여 스펙클을 줄여주게 되면 탐지 성능이

크게 개선되지만, 윈도우 크기가 커질수록 탐지 성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지는 않는다. 오경보율 1%를 기준으

로 보면, 5×5 이상의 윈도우 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탐지 성능이 다소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참고로, 앞

서 3.1장의 Figs 2와 3, Table 1의 결과는 5×5 윈도우 크

기를 이용한 스펙클 필터를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Fig. 4(b)와 Table 2는 스펙클 필터링을 수행한 SAR 영

상에 대해 각각의 임계값 설정 방법들을 적용한 결과이

다. KI 기법, EM 기법, GF 기법 모두에 대해 5×5 윈도

우 크기에서 최대 탐지 정확도를 얻을 수 있으며, 스펙

클 필터링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매우 낮은 탐지 성능

을 보인다. EM 기법을 이용한 결과는 특히 윈도우 크기

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KI 기법은

스펙클 필터링을 수행하더라도 윈도우 크기가 작은 경

우에는 탐지 성능이 매우 저하됨을 알 수 있다.

3) 혼합 확률분포의 영향

관측된 후방산란값의 혼합 분포에 적절한 임계값을

설정함으로써 수체를 탐지하는 이진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 혼합 확률분포에서 두 가지 클래스의 분

포가 뚜렷이 구분될수록 임계값을 찾아내는 작업이 용

이해 질 것이다. 클래스의 분리성은 “클래스 분포 사이

의 통계적인 거리”와 “각 클래스의 사전확률” 등 혼합

확률분포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전자에 대한 예로서

입사각이 큰 관측모드나 바람이 없는 환경적 조건 등과

같이 물 표면에서의 후방산란값이 감소하게 되는 상황

(Ulaby et al. 1982)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체

와 그밖의 지역에 해당하는 확률분포 사이의 거리가 증

가되어 혼합 확률분포에서 두 클래스가 잘 구분될 수 있

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수체가 전체 SAR 영상에서 어

느정도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사전확률이 변화하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영상 전체에서 수체

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작은 경우는 혼합 확률분포

가 bimodal 특성을 보이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혼합 확률

분포로부터 적절한 임계값을 추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통계적인 거리가 탐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는 테스트 자료가 시스템적 및 환경적인 다양성에 제한

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평가하기 어렵지만, 각 클래

스의 사전확률이 탐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수체 영역의 비율이 변

하도록 Kompsat-5 SAR 자료의 일부를 잘라내어 사전확

률이 탐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하였다. Fig. 5는

수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5%, 11%, 2%가 되도록

잘라낸 subset 영상과 그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영상에서 수체 영역의 비율이 높을 경우는 혼합 확률분

포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에서 두 개의 모드가 뚜렸이

구분되며, 모든 기법들이 비슷한 임계값을 보인다. 그러

나, 수체 영역의 비율이 낮아질수록 낮은 후방산란값을

보이는 분포의 피크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가

지 임계값 설정 기법들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Fig. 6은 수체 영역의 비율이 20%에서 1%까지 변할

때 임계값 설정 방법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탐지 성능

을 비교 평가한 결과이다. 영상에서 수체가 차지하는 비

율이 20% 이상일 경우에는 임계값 설정 방법에 따른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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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ection accuracies with respect to the window size in the speckle filter

Window
size

KI method EM method GF method
Pd Pfa FoM Pd Pfa FoM Pd Pfa FoM

1×1 0.012 0.000 0.012 0.985 0.263 0.311 0.999 0.487 0.199
3×3 0.001 0.000 0.001 0.961 0.031 0.763 0.836 0.011 0.769
5×5 0.823 0.008 0.771 0.960 0.023 0.806 0.883 0.011 0.809
7×7 0.836 0.011 0.769 0.979 0.036 0.753 0.897 0.014 0.803
9×9 0.833 0.012 0.756 0.990 0.059 0.667 0.906 0.018 0.789



지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이 높은 탐지 성능을 보이지만,

수체가 10%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 탐지 성능이 급격하

게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I 기법과 EM 기법은

수체 영역이 2% 미만인 경우 혼합 확률분포로부터 임계

값을 설정하는데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 GF 기법은 사

전확률의 작은 경우에도 유의미한 임계값 설정이 가능

하나, 역시 탐지 성능은 상당히 저하됨을 알 수 있다.

4. 탐지성능 향상 방법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SAR 영상의 혼합 확률분포의

특성과 스펙클 노이즈는 임계값에 기반하여 수체를 탐

지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혼합 확률분포

가 나타내는 bimodality 특성에 따라 임계값 설정 결과

가 달라지게 된다. SAR 영상의 확률분포의 bimodality

가 임계값 설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정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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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ubset images and their histograms. The water body covers (a) 28%, (b) 11%, and (c) 2% of the whole area of the subset
image.

Fig. 6. Effect of the proportion of the water body area in the whole image on (a) the detection rate and (b) the false-alarm rate.



로 판단하기 위해서 Hartigan’s Dip statistic(HDS; Hartigan

and Hartigan, 1985)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

하였다.

확률분포의 unimodality를 귀무가설로 하는 HDS 검

정통계량은 확률분포가 뚜렷한 bimodality 특성을 보일

수록 증가하게 된다. Fig. 7은 SAR 영상에서 수체가 차

지하는 비율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혼합 확률분포에 대

하여 각 기법에 의해 설정된 임계값과 HDS 사이의 관

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임계값과 HDS는 연구지역

의 영상을 동일한 크기의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한 후

각 구역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바탕으로 계산되었다.

HDS 검정통계량이 일정값 이상인 경우 분포특성에 무

관하게 각 기법이 유사한 임계값을 설정하게 되지만, 그

이하인 경우는 설정된 임계값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

며, 물리적인 산란 메커니즘에 부합하지 않은 임계값이

설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Unimodality에 대한 검정의 수행에 있어 Hartigan’s dip

test로부터 얻을 수 있는 p-값의 이용이 보다 용이하다

(Mechler 2002; Freeman and Dale, 2013). p-값이 0.01보다

작은 경우 확률분포가 bimodaility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혼합 확률분포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탐지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

서 후방산란값의 확률분포에 대한 bimodality test를 이

용함으로써 수체 탐지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성능향상 방법은 영상 전체를 동일

한 크기를 갖는 구역으로 분할한 후, 각 구역의 히스토

그램에 대해서 HDS의 p-값을 계산하여 p<0.01인 구역

에 대해서만 임계값을 설정하는 영상 분할 기반 임계값

설정 방법이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분할 영역으로부터

얻어진 임계값들의 평균을 최적의 임계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Fig. 8은 Fig. 5와 Fig. 6의 분석에 사용되었던 subset 영

상을 9개의 구역으로 분할한 후 영상 분할 기반 접근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Fig. 6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

을 때, 모든 임계값 설정 기법에서 물로 덮여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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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The detection rate and (b) the false-alarm rate obtained from the split-based thresholding method with respect to the
proportion of the water body area in the image.

Fig. 7. Relationship between bimodality measure and threshold
values.



의 면적과 무관하게 탐지 성능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각 기법을 비교해 보았을 때 global thresholding

접근 방법에서는 다소 낮은 성능을 보였덩 KI 기법이

bimodality를 뚜렷이 보여주는 히스토그램만을 선택하

였을 때에는 계산 속도나 탐지 정확도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

임계값 설정에 기반한 탐지 방법은 후방산란값이 임

계값 이하인 모든 픽셀을 수체 영역으로 포함시키기 때

문에 SAR 영상에서 음영(shadow) 지역과 같이 수신되

는 신호의 강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오탐지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스펙클 필터링 후에도 남아있는 스펙클 노이

즈의 영향 및 SAR 시스템의 노이즈 레벨에 의해서도 오

탐지가 발생할 수 있다. Fig. 9(b)는 Fig. 2의 연구지역 영

상을 300×300픽셀의 크기를 갖는 영역으로 분할 한 후

영상 분할 기반 KI 기법을 적용하여 탐지를 수행한 영

상이다. Table 3에 제시된 정확도를 보면, 전체영상에 대

해서 임계값을 설정한 global thresholding 방법에 비해

탐지율과 FoM이 뚜렷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오탐지 역시 0.8%에서 1.6%로 다소 증가하였는데, 참조

자료와 비교해 보면 수체가 아닌 지역 중에서 주로 건

물이나 지형에 의한 음영 지역에 대해 오탐지가 발생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로와 같이 수체와 유사한 산

란 메커니즘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단절되어

있는 선형의 모양을 보이는 오탐지 지역이 존재한다. 그

밖에도 스펙클 필터링 후에도 남아있는 스펙클의 영향

으로 인해 탐지 결과에 무작위적인 점 노이즈 형태의 오

차가 존재하게 된다.

탐지 결과에 존재하는 오차는 주로 좁은 지역에 산개

해서 나타나게 되지만, 수체의 경우 연결되어 있을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변값을 고려하는 처리 방법을 적

용함으로써 탐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위

해 markov random field나 region growing 방법과 같이 탐

지 과정에서 주변값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각

클래스의 이론적인 확률 분포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

인 분석이 요구된다. 주변값을 고려하여 탐지 성능을 향

상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post-classification 필터링

을 적용하는 것이다. 수체의 분포를 탐지하는 이진 분

류의 오탐지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majority

filter(Goldberg et al., 1975)의 적용성을 분석하였다. Fig.

9(c)는 5×5 윈도우의 majority filter를 영상 분할 기반 KI

기법에 적용한 결과이다. Fig. 9(b)와 비교해 보았을때,

오탐지 영역이 뚜렷하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에 나타난 정량적인 평가 지표를 보면 탐지율은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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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lose-up view of the detection results (a) Ground truth, (b) detection result from split-based KI thresholding, and (c) detection
result after applying majority filter to (b).

Table 3. Detection accuracies for the global KI thresholding
approach, the split-based KI thresholding approach,
and the split-based KI thresholding with majority
filtering.

Pd Pfa FoM
Global thresholding 0.823 0.008 0.771

Split-based thresholding 0.929 0.016 0.822
Majority filtering 0.955 0.003 0.930



에서 95.5%로 향상되었고, 오탐지율은 1.6%에서 0.3%

로 상당히 감소였으며, 결과적으로 FoM 역시 0.82에서

0.93으로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처리 흐름은 다

음과 같다. (1) 영상의 기하 및 방사보정. (2) 스펙클 필터

링. (3) 영상을 여러 구역으로 분할. (4) Hartigan’s p-값이

0.01 보다 작은 구역에 대해서만 KI 기법으로 임계값 설

정. (4) 설정된 임계값들의 평균값을 최적을 임계값으로

할당. (5) 임계값을 기준으로 이진 분류. (6) 분류 결과에

majority filtering 적용.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Kompsat-5 SAR 영상으로부터 육상의

수체를 탐지하기 위해 임계값에 기반한 접근방법의 적

용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임계값 설정 기법의 탐지 성

능을 평가하였다. 세종시 지역의 Kompsat-5 SAR 영상

에 대해 사례 연구를 수행한 결과, KI 기법, EM 기법,

GF 기법 등 간단한 형태의 임계값 설정 기법을 통해 후

방산란값의 혼합 확률분포를 수체와 그 밖의 지역에 해

당하는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었으며, 80%이상

의 탐지율로 수체 탐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때 임

계값 설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서 SAR 영상의 스펙클 영향을 저감시키는 스펙클 필터

링을 필수적임을 제시하였다., 스펙클에 대한 민감도와

더불어 계산 속도 및 탐지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보았을 때, GF 기법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며,

세종시 지역의 사례의 경우 약 88%의 탐지율과 1%의

오탐지율로 수체를 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

사례와 다른 조건을 갖는 지역에 대해서는 탐지 성능 역

시 달라질 것이며, 특히 영상의 혼합 확률분포에서 두

클래스가 구분되는 정도는 영상에서 수체 영역이 차지

하는 비율이 어느정도 인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제

시하였다. 모의 실험을 통해 영상에서 체가 차지하는 비

율에 따른 탐지 성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고, 결과

적으로 수체 영역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신

속한 탐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GF 기법이 적합하다

고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탐지 성능을 향상시

키기 위해 영상 분할 기반 접근법과 majority filtering 방

법을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영상 분할 기반

접근법을 통해 수체 영역의 비율과 관계없이 적절한 임

계값을 설정할 수 있으며, majority filtering을 통해 음영

이나 도로와 같은 오탐지 영역을 줄이고 스펙클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세종시 지역의 사례의 경우 제안

된 알고리즘을 통해 최종적으로 약 96%의 탐지율과

0.3%의 오탐지율로 수체 탐지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

다. 특히, 제안된 알고리즘은 처리과정이 단순하고, 수

행 속도가 빠르며, 자동화 처리라는 장점이 있어 홍수

피해지역 탐지와 같이 준실시간 관측이 요구되는 응용

분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음

영 지역이 넓은 경우는 오탐지를 충분히 감소시키기 어

려울 수 있고, 건물이나 다리와 같은 인공구조물과 인

접한 수체는 이중산란 현상으로 인해 임계값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는 탐지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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