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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SAT-3 영상을 활용한 
도심지 그림자 영역의 탐지 및 보정 방법

박숭환*, 이규석*, 정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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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ow Detection and Correction Method for Urban Area 
using KOMPSAT-3 Image

Sung-Hwan Park*, Gyu-Seok Lee* and Hyung-Sup Jung*†

*Department of Geoinformatics, University of Seoul

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rrect shadow area in urban area on KOMPSAT-3 satellite
image. For this study, we analyzed characteristics of the shadow area represented by artificial structures
in urban area. The proposed shadow correction method divides shadow area into umbra and penumbra
areas according to intensity of darkness. The umbra area was detected through the histogram analysis and
the statistical method of the NIR image, and then penumbra area and the sunlit area were detected from
around the detected umbra area. The correction of the detected umbra and penumbra area were performed
by applying the linear correlation correction metho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shadow correction method was visually performed well. Quant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profile analysis. It is proved that proposed method is useful for shadow area correction.
Key Words : KOMPSAT-3, Umbra, Penumbra, Shadow Area Correction

요약 : 본 연구는 KOMPSAT-3 위성영상의 도심지역에 나타나는 그림자 영역을 보정하기 위하여 실시되

었다. 이를 위하여, 인공구조물에 의해 나타나는 그림자 영역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그림자 영역을 본그림

자와 반그림자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영역을 정확하게 탐지하여 오분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그림자 영역으로부터 반그림자 영역과 비그림자 영역을 각각 탐지하였으며, 선형상관보

정방법과 과보정 저감계수를 적용하여 탐지된 그림자 영역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시각적으로

자연스러운 보정된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정량적으로도 그림자 영역이 효과

적으로 보정됨을 확인하였다.

Received November 8, 2017; Revised December 7, 2017; Accepted December 14, 2017; Published online December 21, 2017.
† Corresponding Author: Hyung-Sup Jung (hsjung@uos.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6-3, 2017, pp.1197~1213
http://dx.doi.org/10.7780/kjrs.2017.33.6.3.4

ISSN 1225-6161 ( Print )
ISSN 2287-9307 (Online)

Article

04박숭환(1197~1213)ok.qxp_원격탐사33-6-3(한국항공우주연구원 특별호)  2018. 1. 4.  오후 12:03  페이지 1197



1. 서 론

고해상 위성영상은 도심지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도심지는 다양한 인공구조물이 좁은 지

역에 밀집하여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건물의 신

축과 도로의 신설 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고해상의 위

성자료의 활용이 요구된다(Celik, 2010). 고해상 위성영

상을 활용한 도심지 연구로써 건물 및 도로의 탐지, 아

파트지역의 분류, 인구의 추정 및 도심지역의 식생분류

등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Ku, 2008; Byun et al., 2011;

Park and Lee, 2013; Park et al., 2013).

그러나 도심지는 고층건물, 수목, 교량 및 기타구조

물 등 높이를 가지는 여러 지형지물들이 높은 밀도로 분

포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따라 도심지에는 필연적으

로 그림자가 발생하게 된다(Paul, 2005). 그림자 영역의

가장 큰 특성은 영역 내의 지표가 지니는 반사도가 그

주변에 비하여 매우 낮다는 점이다(Yun, 2006). 이러한

그림자의 영향은 동일한 지표를 다른 지표로 분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심지 연구에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할 영향이라 할 수 있다(Yun, 2006; Yeom and Kim,

2012; Yeom et al., 2012; Yeom et al., 2013).

현재까지 그림자 영역 내의 반사도를 보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선행된 연구는 크게 1) 그

림자 영역의 탐지에 대한 연구와 2) 그림자 보정에 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자 영역의 탐지를 위하여

임계값을 이용하는 방법, 영상분할기법 및 객체 기반의

그림자 탐지 방법 등이 제시되어 왔다(Dare, 2005; Tsai,

2006; Chen et al., 2007; Chung et al., 2009; Zhou et al., 2009;

Liu and Yamazaki, 2012). 그림자 보정과 관련된 연구로

감마(gamma) 보정 방법, 선형회귀(linear-regression) 보

정 방법 및 히스토그램 매칭(histogram matching) 방법

등이 제시되었다(Dare, 2005; Huang and Zhang, 2012; Liu

and Yamazaki, 2012; Huang and Bu, 2015).

그림자 영역의 탐지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임계값

을이용한다(Dare, 2005; Tsai, 2006; Chen et al., 2007; Chung

et al., 2009). 하지만, 임계값을 이용하는 방법은 일부 화

소의 경우 그림자 영역임에도 비그림자로 오분류될 가

능성이 존재한다. Arbel and Hel-Or(2011)에 의하면, 그

림자 영역은 어두움의 세기에 따라 본그림자(umbra)와

반그림자(penumbra)로 나눌 수 있다. 본그림자는 완전

히 가려진 영역으로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의미한다. 반

그림자는 본그림자와 태양복사에너지가 온전한 영역

(sunlit area) 사이에 존재하는 밝은 그림자를 의미한다.

반그림자의 가장 큰 특성은 어두움의 세기가 본그림자

에 가까울수록 크고, 비그림자 영역(sunlit area)으로 갈수

록 약해진다는 점이다(Keller, 1962; Primack et al., 1996).

따라서임계값만을이용하여그림자영역을탐지할경우,

본그림자는 잘 탐지되나, 반그림자 영역의 탐지가 제대

로 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Arbel and Hel-Or,

2011; Yeom et al., 2012).

그림자 영역의 반사도 보정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비그림자 영역을 기준으로 그림자 영역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일치시키는 선형상관(linear-correlation) 보정을

활용한다(Liu and Yamazaki, 2012; Wu and Bauer, 2013).

이는 그림자로 가려지기 전의 영역의 통계량과 비그림

자 영역의 통계량이 유사함을 가정하여 보정하는 방법

이다. 선형상관보정을 이용한 그림자 보정 방법은 그림

자 영역의 탐지 결과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된다(Liu

and Yamazaki, 2012). 그림자 영역이 제대로 탐지되지 않

는 경우, 그림자 영역이 과보정 되어 비그림자 영역보

다 밝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어두움

의 강도를 지니는 반그림자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선형

보정을 수행할 경우, 그림자 영역과 비그림자 영역의 경

계 부분에서 과보정 되어 시각적인 이질감을 야기할 수

있다(Liu and Yamazaki, 2012).

선행 연구 분석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도심지역에서

의 그림자 보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1) 그

림자 영역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어야 하며, 2) 적

절한 통계량을 이용하여 그림자 영역의 반사도를 보정

해야 한다. 그림자 영역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서는 그림자와 비그림자 두 영역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어두운 본그림자, 어두움의 강도가 갈

수록 옅어지는 반그림자 영역 및 그림자의 영향이 거의

없는 비그림자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임계값만을 적용하여 구분을 수행하

게 될 경우 화소가 지니는 반사도에 따라 오분류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탐지된 영역을 보정할

때, 반그림자 영역에서의 과보정 되는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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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고려

하여, 고해상 위성영상에 촬영된 도심지 그림자 영역의

반사도를 보정하고자 하였다. 그림자 보정을 위하여, 도

심지 지역을 본그림자 영역, 반그림자 영역 및 비그림

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본그림자 영역 탐지는 대기산

란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근적외선(near-infrared) 파장

대역의 영상을 활용하였다. 이때 임계값 적용의 한계점

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국소적평균(non-local means,

NLM) 필터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이후 본그림자,

반그림자 및 비그림자 영역의 통계량을 구하며, 선형상

관식을 이용하여 그림자 영역의 보정을 수행하였다. 반

그림자 영역은 추가적으로 중앙값(median) 필터를 활용

하여 과보정 되는 현상을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보정

된 그림자 영역에 대하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하여 제시

된 방법의 결과를 검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KOMPSAT-3 위성영

상을 활용한 도심지 그림자 영역의 탐지 및 보정은 다

음의 순서로 진행된다(Fig. 1). 첫 번째 단계로서 영상 내

존재하는 식생지역과 수계지역을 각각 식생지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와 수분지

수(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NDWI)를 이용하여

영상자료처리 영역에서 제외한다. 두 번째 단계로서,

NIR 파장대역 영상을 활용하여 초기 본그림자 영역을

탐지한다. 세 번째 단계로서, 탐지된 초기 본그림자 영

역을 대상으로 NLM필터를 적용하여 본그림자영역을

확정 탐지한다. 네 번째 단계로서, 본그림자 영역의 주

변화소들을 반그림자 영역으로 가정한다. 이때 건물에

대한 화소들을 임계값을 활용하여 반그림자 영역에서

제외한다. 다섯 번째 단계로서, 반그림자 영역의 주변화

소들을 비그림자 영역으로 가정한다. 이때에도 임계값

을 활용하여 건물에 대한 화소들을 비그림자 영역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본그림자 영역과 비그림자 영역

에 대하여 통계량을 구한 후, 선형상관보정을 수행하여

본그림자 영역의 반사도를 보정한다. 반그림자 영역은

추가적으로 보정된 본그림자 영역과 비그림자 영역의

중앙값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그림자 효과가 보정된

위성영상을 획득한다.

1) NIR 파장대역 영상을 활용한 식생지역, 수계지역

마스킹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그림자 영역의 탐지 방법은

NIR 파장대역 영상을 활용한다. 그림자 영역 탐지에

KOMPSAT-3 영상을 활용한 도심지 그림자 영역의 탐지 및 보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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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tailed work flow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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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 파장대역 영상을 활용하는 이유는 RGB 파장대역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파장 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기산란효과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이는 Song et

al.(2014)의 연구에 의해 증명된 바이다. 해당 연구에 따

르면, NIR파장대역 영상은 RGB파장대역 영상에 비하

여 영상 내 그림자의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그림자 영역을 탐지할 때, RGB 파장대역 영상보

다 NIR파장대역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Song et al., 2014).

그러나 NIR 파장대역 영상에는 도심지의 인공구조

물 뿐만 아니라 식생지역, 수계지역 및 나대지 등의 피

복이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다. 피복에 따른 반사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림자 영역을 탐지할 경우, 임계값의 결

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생지역은 NIR

파장대역에 민감하여 높은 반사도를 지니고 있으나, 산

악지역에 존재하는 식생은 그늘진 사면에서 낮은 반사

도를 지니고 있다(Park et al., 2017). 또한 수계영역은 대

부분의 파장대역에서 태양반사에너지를 흡수하기 때

문에 NIR파장대역에서 역시 낮은 반사도를 나타낸다.

즉, 위성영상 내 도심지, 식생지역, 수계지역 등의 피복

이 다양하게 존재할 경우, 고층건물에 의한 그림자 영

역, 산악지역에서의 그늘진 사면 영역 및 수계지역 등

이 낮은 반사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그림자 영역의 탐

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생지역과 수계지역을

선행적으로 탐지하여 마스킹하는 것이 적합하다(Liu

and Yamazaki, 2012).

식생지역과 수계지역의 마스킹은 식생지수와 수분

지수로부터 마스킹할 수 있다. NIR파장대역 영상을 이

용한 NDVI와 NDWI 지수맵의 산출은 다음 수식 (1)과

(2)를 통해 결정된다(Xu, 2006; Liu and Yamazaki, 2012).

                          NDVI =                             (1)

                        NDVI =                           (2)

여기서, ρGreen, ρRed 및 ρNIR은 각각 녹색 파장대역, 적색

파장대역 및 근적외선 파장대역에서의 반사도 값을 의

미한다.

2) 본그림자, 반그림자 및 비그림자 영역 탐지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본그림자, 반그림자 및 비그림

자 영역에 대한 모식도는 Fig. 2와 같다. 또한 Fig. 2와 선

행된 연구들로부터 가정된 각 영역에 대한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Arbel and Hel-Or, 2011; Yoem et al., 2012;

Liu and Yamazaki, 2012).

도심지 지역에서 식생지역과 수계지역을 마스킹 하

고 나면, NIR파장대역 영상의 도심지역은 인공구조물

ρNIR – ρRed

ρNIR + ρRed

ρGreen – ρNIR

ρGreen + ρN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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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agram of the umbra, penumbra and sunli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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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그로 인한 그림자에 대한 영향이 남게 된다. 이를

반사도에 대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정규분포 형

태가 아닌 이분형분포(bimodal distribution) 형태로 나타

나게 된다. 여기서 반사도가 낮은 영역이 그림자에 대

한 영역이며, 그림자 영역 안에는 본그림자와 반그림자

영역의 반사도가 혼합되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본그림자 영역의 탐지

는 히스토그램 분석을 통한 임계값과 공간필터링의 적

용을 통해 수행된다. 본그림자 영역 탐지를 위한 임계

값의 결정은 다음의 통계학적 방법을 활용한다.

                         Tum =  Xum
––– + α•σum                           (3)

                       σum =                               (4)

여기서, Tum은NIR파장대역 영상에서 본그림자 영역

을 탐지하기 위한 임계값을 의미하며, xum
—과 σum는 본그

림자 영역의 평균 반사도와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n은

본그림자 영역에 해당하는 화소의 개수를 의미하며, i

는 화소의 순번을 나타낸다. α는 임계값 결정을 위한 계

수이다.

제시된 방법에서 xum
—과 σum는 본그림자 영역에서의

통계량을 의미한다. 그러나 NIR파장대역 영상의 히스

토그램분석만으로는 본그림자 영역의 통계량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그림자에 해당하

는 확실한 화소들만을 이용하여 통계량을 계산한다.여

기서 본그림자임이 확실한 화소들은 가장 낮은 반사도

를 지니는 화소임을 가정한다. 이러한 화소들은 이분형

히스토그램 분포에서 첫 번째 최빈값의 좌측 영역에 위

치한다. xum
—는 첫 번째 최빈값의 반사도로 가정할 수 있

으며, σum는 좌측 영역만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로부터 xum
—과 σum이 결정되면, 결정계수 α를 활용하여 본

그림자 영역에 대한 임계값을 결정할 수 있다.

임계값 적용을 통하여 결정된 초기 본그림자 영역은

화소기반의 임계값으로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에 본그림

자영역탐지에한계점이존재한다. 본연구에서는NLM

공간필터링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온전한 본그림자

영역을 탐지한다. NLM필터는 두 개의 search window와

similarity window를 활용하며, 각 window내에 위치한 화

소들의 유사성을 판단하여 공간영역에서 필터링을 적

용한다. 그 결과로서, 동일한 특성을 지니는 화소들의 반

사도가 유사하게 보정된다(Liu et al., 2008). window내에

서 선택된 화소의 반사도가 초기 탐지된 본그림자의 반

사도와 충분히 유사할 경우, 해당 화소의 반사도가 본그

림자 영역의 반사도와 유사해지도록 보정을 수행한다.

이로부터초기본그림자영역이공간적으로확장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온전한 본그림자 영역으로 가정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온전한 본그림자 영역의 탐지

는 화소기반의 임계값과 화소의 공간적 분포를 모두 고

려한 것으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NLM 필터는 다음의 수식으로부터 적용가능하다

(Liu et al., 2008).

                    T(i, j) = w(i, j)R(j)                      (5)

여기서, C(i )는 정규화 팩터(normalizing factor)를 의

미하며, w(i, j )는 가중치를 계산하는 함수이다. 이는 각

각 식 (6)과 식 (7)로 표현된다.

                             
C(i) = w(i, j)                              (6)

(xi – xum—)2

n – 1

nΣ
i=1

1
C(i)

Σ
j∈1

Σ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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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umbra, penumbra and sunlit areas
Area Characteristics

그림자 영역
(Shadow Area)

본그림자 영역
(Umbra Area)

– 인공구조물에 가려 생성되며, 매우 낮은 반사도를 지니기 때문에 어둡게
표현됨

– 그림자 보정 후 반사도의 통계량은 비그림자 영역과 유사하다고 가정

반그림자 영역
(Penumbra Area)

– 공간적으로 본그림자와 비그림자 영역 사이에 위치하며 어두움의 강도
를 지니고 있음

– 본그림자 영역에 가까울수록 낮은 반사도를 지니고, 비그림자 영역에 가
까울수록 높은 반사도를 지님

비그림자 영역
(Sunlit Area)

– 인공구조물이 제외된 그림자의 영향이 거의 없는 지역
– 비그림자 영역의 통계량은 인공구조물을 제외한 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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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 j) = e                          (7)

여기서, M(i )는 화소 i 주변의 영역을 의미하며 h는 영

상 노이즈 제거 파라미터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로 표준편차 값이 이용된다(Liu et al., 2008).

상기과정을통하여온전한본그림자영역이탐지되면,

이를 기준으로 반그림자 영역을 탐지한다. 이때, 반그림

자 영역의 탐지는 본그림자 영역 주변에 위치하는 것을

가정하여 수행한다. 그러나 인공구조물 역시 본그림자

영역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인공구조물의 경우 높은 반사도를 지니기 때

문에, 적절한 임계값의 결정으로부터 인공구조물을 제

외할 수 있다.

반그림자 영역이 탐지되면, 반그림자 영역을 기준으

로 비그림자 영역을 탐지한다. 비그림자 영역은 반그림

자 바깥쪽의 그림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지역을 의

미한다. 비그림자 영역의 탐지는 반그림자 영역의 탐지

방법과 동일하다. 이 역시 인공구조물이 비그림자 영역

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인공

구조물을 제외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그림자 영역 탐지는 전

술한 바와 같이 본그림자 영역 탐지, 반그림자 영역 탐

지 및 비그림자 영역 탐지 순으로 진행되며, 이때 인공

구조물 영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Fig. 2).

3) 그림자 영역의 반사도 보정

전술된 과정을 통해 본그림자, 반그림자 및 비그림자

영역이 탐지되면 각각의 통계량을 이용하여 본그림자

영역의 반사도를 보정한다. 이때 본그림자, 반그림자 및

비그림자 영역은 동일한 피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가

정한다. 즉, 보정된 그림자 영역의 반사도는 비그림자

영역의 반사도와 동일한 평균과 표준편차값을 지니는

것으로 가정한다. 상기 가정으로부터 제안된 그림자

영역의 반사도 보정을 위한 선형상관보정식은 다음과

같다.

    ρ̂sdw, λ =  (ρsdw, λ – μsdw, λ) + μsun, λ – αλ•σsun, λ      (8)

여기서, ρ̂sdw, λ와 ρsdw, λ은 파장대역에 따른 보정 전·후 본

그림자 영역의 반사도를 나타낸다. σsdw, λ과 σsun, λ은 각각

그림자 영역과 비그림자 영역의 반사도에 대한 표준편

차를 나타낸다. μsdw, λ과 μsun, λ은 각각 그림자 영역과 비그

림자 영역의 평균 반사도를 나타낸다. 는 과보정을 방

지하기 위한 계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자 영

역을 본그림자 영역과 반그림자 영역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수식 (8)은 본그림자 및 반그림자 영역에서 각

각 수행한다. 이때, 수식 (8)에서 제안된 선형상관보정

식에 αλ•σsun, λ 값을 차분하는 이유는 보정 후 본그림자

영역의 반사도 값이 비그림자 영역보다 커지는 과보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반그림자 영역의 보정은 수식(8)을 이용하여 보

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는 본그림자 영역과 반그

림자 영역의 특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그림자 영

역의 경우 그림자에 의한 어두움의 강도가 비교적 일정

하기 때문에 보정 후 통계량이 비그림자 영역과 유사한

것으로 가정하여 보정을 수행한다. 그러나 반그림자 영

역에서는 어두움의 강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즉, 비그림

자 영역에 가까워질수록 어두움의 강도가 약하게 반영

된다(Fig. 2). 이러한 특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보정을 수행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반사도는 비그림자 영

역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는 보정 결과가 과

보정 됨을 의미한다(Liu and Yamazaki,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반그림자 영역의 보

정은 수식 (8)로부터 제시된 선형상관보정 후에 추가적

으로 주변영역을 이용한 중앙값 필터를 활용한다. 이로

부터 보정 후 반사도가 높게 나타나는 화소는 주변 영

역의 반사도로 대체되어 과보정 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3. 활용자료 및 연구지역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한 활용

자료로 국내 고해상 위성인 KOMPSAT-3 위성영상을

선택하였다. KOMPSAT-3 위성영상은 청색부터 근적외

선 파장대역까지 총 네 장의 다중분광영상을 제공하며,

추가적으로 고해상의 전정색영상을 제공한다. 다중분

광영상의 공간해상도는 약 2.8 m이며, 전정색영상의 공

간해상도는 약 0.7 m로 알려져 있다(Seo and Kim, 2011;

Lee et al., 2014). 각 다중분광영상의 파장대역은 450-520,

520-600, 630-690 및 760-900 nm이다. KOMPSAT-3 위성

– | M(i) –M(j) |2
h2

σsun, λ

σsdw, 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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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방사해상도는 14 bit이며, 제공하는 화소값의 단

위는 digital number(DN)이다(Yeom et al., 2016).

촬영된 영상은 경기도 화성시를 대상으로 2016년 2

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촬영된 영상이다(Fig. 3). 촬영

당시의 태양방위각은 197.1도이고 태양고도각은 46.5도

이다. Fig.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해당 영상은 고층건물

뿐만 아니라 수계, 산지, 도로, 저층건물 및 나대지 등 등

다양한 지표가 존재한다. 특히 고층건물에 의한 그림자

영역이 시각적으로 뚜렷이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붉은

색 화살표 참조). 도심지 내 그림자 영역에는 도로와 나

대지 등 다양한 지표가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를 위해

선정한 영상은 그림자 보정 방법론의 적용 및 결과를 분

석하기에 용이하다.

현재까지 선행된 그림자 보정 방법은 영상 전처리 단

계에서 저해상 다중분광영상과 고해상 전정색 영상을

융합하여 고해상 다중분광영상을 제작한 후, 그림자 탐

지 및 보정 단계를 수행한다(Yeom and Kim, 2012; Yeom

et al., 2012). 그러나 적용된 영상융합기법에 따라 융합영

상에서 분광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Jung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융합을 적용

하지 않은 2.8 m의 다중분광 영상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1) 그림자 영역 탐지 결과

Fig. 4와 Fig. 5는 그림자 영역을 탐지하기 위한 각 과

정에서의 히스토그램 변화와 NIR 영상의 변화를 나타

낸다. Fig. 4a와 Fig. 5a는 그림자 영역을 탐지하기 전 히

스토그램과 NIR 영상을 나타낸다. 히스토그램의 경우

NIR 파장대역에서 민감한 식생지역이 반영되어 밝기

값이 큰 화소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사

도가 낮은 수계지역이 실험지역에 존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보정 전의 NIR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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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est image for this study. The white colored arrows represent shadow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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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다수의 식생지역과 일부 고층건물이 높은 밝기

값을 의미하는 연두색 계열 이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수체, 그림자 지역은 낮은 밝기값을 의미하는 보라색 계

열로 표현되고 있다.

NDVI와NDWI를 이용해 식생지역과 수계지역을 마

스킹을 수행하였다(Fig. 4b and Fig. 5b). NDVI와 NDWI

를 이용하여 실험지역에서의 식생지역과 수계지역을

탐지하였으며, 임계값을 적용하여 탐지된 식생지역 및

수계지역을 마스킹하였다. 그 결과 NIR영상에서 좌상

단에 나타났던 수계지역과 우상단에 위치한 식생지역,

인공구조물 등이 마스킹 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5b).

이후 NIR 영상에는 그림자를 나타내는 보라색계열과

비그림자 지역을 나타내는 초록색 계열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토그램 역시 높은 밝기값을 지니

는 화소들과 가장 낮은 밝기값을 지니는 화소들의 빈도

수가 감소하였다(Fig. 4b).

마스킹 후 NIR 영상의 히스토그램은 이분형분포를

나타낸다. 이분형분포에는 그림자 영역과 비그림자 영

역이 혼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분형분포에서는 두

히스토그램의 최빈값 사이에 존재하는 빈도수가 낮은

값을 사용하여 두 영역을 구분한다. 그러나 빈도수가 낮

은 값을 사용하여 그림자 지역을 분류할 경우, 비그림

자 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분류

된 결과를 무시하고 그림자 영역을 보정할 경우, 오분

류 된 영역의 밝기값이 매우 커지게 되어 과보정된 결

과를 얻게 된다(Dare, 2005; Tsai, 2006; Che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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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of histogram distribution in NIR wavelength and detection of umbra area: (a) NDVI histogram for masking vegetation
area (b) NDWI histogram for masking water area (c) original histogram (d) corrected histogram after vegetation and water
region masking (e) estimated normal distribution from umbra area (f) thresholding value for detecting umbra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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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분류의 가능성이 적은 본그

림자 영역을 우선적으로 탐지하고, 공간적으로 본그림

자 주변영역을 반그림자로 가정하여 그림자 영역을 탐

지하였다. Fig. 4c는 본그림자 영역을 탐지하기 위한 과

정을 나타낸다. Fig. 4c는 본그림자 영역을 탐지하기 위

한 본그림자 화소들의 분포를 나타낸다. 여기서 본그림

자 화소는 이분형 분포의 첫 번째 최빈값의 좌측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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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cess of umbra area detection: (a) original NIR image (b) NIR image after vegetation and water region masking (c) estimated
initial umbra area using thresholding (d) estimated final umbra area after NLM filter (e, f) initial and final umbra area zoomed
from the box A in Fig.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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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였다(Fig. 4b). 해당 영역이 확실하게 어두운 밝기

값을 지니고 있으며, 영상 분포에서 그림자 영역에 해

당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최빈값을 본그림자의 평균으

로 가정하고, 좌측에 위치한 화소들로부터 본그림자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이로부터 본그림자 영역에 대

한 정규분포를 추정하였다(Fig. 4c). 이후 Fig. 4d에서 제

시된 임계값을 적용하여 본그림자 영역을 탐지하였다.

Fig. 5c는 제시된 임계값을 적용하여 본그림자 영역을

탐지한 결과이다. Fig. 5c에 따르면 탐지된 영역의 대부

분은 시각적으로 본그림자 영역에 해당되며, 매우 낮은

밝기값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초기 탐지된 본그림자 영역은 노이즈가 존재

하거나 본그림자 영역이 제대로 탐지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낸다. 본그림자 영역은 매우 어두운 값을 지니는 영

역으로 고층건물 주변에 군집화 되어 나타나야 하지만,

임계값만으로는 탐지에 한계가 발생한다. 임계값 탐지

방법은 각각의 화소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간영역에서

의 주변화소와 유사성 판단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NLM 필터를 적용하여 최종

본그림자 영역을 확정한다(Fig. 5d). Fig. 5e와 Fig. 5f는

NLM필터의 적용 전후를 보다 상세하게 나타낸다. Fig.

5e에 의하면, 임계값으로부터 탐지된 본그림자 영역은

노이즈가 매우 심하며, 일부 지역의 경우 제대로 탐지

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임계값만으로는 온

전한 본그림자 영역을 탐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러

나 NLM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노이즈가 감소하며, 본

그림자 영역이 군집화되어 존재하게 된다(Fig. 5f).

이후 본그림자 영역으로부터 반그림자 영역과 비그

림자 영역은 본그림자 영역의 주변화소들로 가정한다.

여기서, 주변영역에 대한 크기는 고층건물의 높이 및 태

양고도각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30 m 높이

의 건물에서 태양고도각이 45도인 경우, 발생하는 그림

자는 30 m로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험영상의 경우

시각적인 분석으로부터 그림자의 길이를 추정하였으며,

약 20 m로 가정하였다. 본그림자 영역을 기준으로 20 m

이내의 주변화소들을 반그림자 영역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KOMPSAT-3 다중분광 영상자료의 해상도에서

약 7 화소에 해당된다. 실험영상이 달라지게 될 경우 그

림자의 길이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때, 주변영역만을 고려할 경우 그림자의 발생원인

인 고층건물이 반그림자 영역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고

층건물의 경우 대부분 높은 밝기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임계값을 적용하여 반그림자 영역에서 고층건물 영

역을 제외하였다. 비그림자 영역 역시 반그림자 영역 탐

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탐지를 수행한다. 즉, 반그림자

영역 주변의 화소들을 비그림자 영역으로 가정하며, 해

당 영역에서 고층건물 영역을 제외함으로써 비그림자

영역을 탐지하였다.

Fig. 6은 반그림자 영역을 탐지하기 위한 본그림자 영

역 주변의 히스토그램과 반그림자 영역 주변의 히스토

그램을 나타낸다. Fig. 6(a)에 제시된 과정을 통해 반그

림자 영역을 탐지하였다. 초기 반그림자 영역에서는 밝

기값이 낮은 화소와 높은 화소가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밝기값이 매우 높은 화소는 고층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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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tion of histogram distribution in NIR wavelength for detecting penumbra and sunlit areas, respectively: (a) normal
distribution and thresholding for detecting penumbra area (b) normal distribution and thresholding for detecting sunli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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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그림자 영역 탐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고층건물에 대한 마스킹을 수행하였다. 먼저

반그림자 영역임이 확실한 화소들을 선정하고, 표준편

차를 구함으로써 반그림자 영역에 대한 정규분포를 추

정하였다. 이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결정된 임계값

을 적용하여 반그림자 영역 내 높은 밝기값을 지니는 화

소들을 마스킹 하여 최종 반그림자 영역을 탐지하였다.

Fig. 6(b)는 최종 반그림자로 탐지된 영역 주변의 히스토

그램 분포를 나타낸다. Fig. 6(b)에서 최빈값은 반그림자

영역 탐지에 활용된 임계값과 동일하다. 초기 비그림자

영역의 히스토그램 또한 고층건물에 의한 영향이 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통계적 방법으로 임계값을 설

정한 후 마스킹 하여 최종 비그림자 영역을 탐지하였다.

Fig. 7은 본그림자 영역(Fig. 5d)을 기준으로 탐지된 반

그림자 영역과 비그림자 영역을 나타낸다. Fig. 7b에서

반그림자 영역은 본그림자 주변 영역에 위치하며, 고층

건물 영역은 반그림자 영역으로 탐지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탐지된 반그림자 영역은 태양고도각

및 태양방위각에 영향을 받아 세로방향으로는 넓게 탐

지되며, 가로방향으로는 좁게 탐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초기 탐지된 영역에서 높은 밝기값을 지니는 비그

림자 영역과 고층건물 영역을 마스킹 하였기 때문이다.

비그림자 영역 역시 반그림자 영역 주변에 위치하며, 고

층건물 영역이 제외되었다.

2) 그림자 영역 보정 결과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본그림자, 반그림자 및

비그림자 영역 탐지 결과에 따른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

차값을 나타낸다. 각 RGB밴드 밝기값의 평균은 본그림

자 영역, 반그림자 영역 및 비그림자 영역 순서로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영역에 대한 표준편

차 역시 비그림자 영역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그림자의 영향이 특별한 밝기값만큼

증감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강도만큼 곱합셈 되기

때문이다(Li and Yamazaki, 2012).

Fig. 8은 각각의 RGB 영상의 수식 (8)을 이용하여 본

그림자 및 반그림자 영역의 통계값을 비그림자 영역과

동일한 값을 지니게 선형상관보정을 수행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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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etected umbra, penumbra and sunlit area: (a) full-scene image (b) zoomed image from the box A in Fig. 7a.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detected umbra, penumbra and sunlit areas in RGB bands

Band
Umbra Penumbra Sunlit

Mean Std. Mean Std. Mean Std.
Blue 4251.2 105.6 4364.5 136.4 4485.8 219.3

Green 2204.2 83.2 2323.7 110.7 2502.2 180.9
Red 2031.5 107.6 2208.2 152.8 2574.2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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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보정 저감 계수로 반그림자 영역은 0.5, 본그

림자 영역은 1.0의 값이 활용되었다. Fig.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형상관 보정을 통하여 각각의 그림자 영

역은 비그림자 영역과 유사한 분포를 지니게 된다.

Fig. 9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그림자 보정 방법을

통하여 보정된 RGB 영상을 나타낸다. Fig. 9는 Fig. 7에

제시된 본그림자 영역, 반그림자 영역이 Fig, 8과 같은

선형상관식으로부터 보정되었음을 나타낸다. Fig. 3에

서 그림자 영역을 의미하는 붉은 화살표 부분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보정된 영상인 Fig. 9에서는 탐지된 그림자

영역이 주변과 유사한 밝기값을 보였다.

Fig. 10은 제안된 방법에 의한 그림자 보정 결과를 더

욱 자세히 확인하기 위한 확대된 영상을 나타낸다. Fig.

10a는 국토지리정보원 제공 공간해상도 0.25m 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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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hadow correction results using linear-correlation method: (a,c,e) histogram of umbra, penumbra and sunlit areas in blue,
green and red bands before correction, respectively (b,d,f) histogram of umbra, penumbra and sunlit areas in blue, green
and red bands after correc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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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between the aerial photo, original and corrected image zoomed from the box
A in Fig. 8: (a) aerial photo (b) original image and (c) shadow area corrected image.

Fig. 9.  Shadow area corrected image through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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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그림자가 발생하기 전의 지표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고층건물과 도로로 구

성이 되어있으나, 그림자가 발생함에 따라 그림자의 영

역이 도로를 침범하여 도로의 일부분이 어두운 값을 지

니는 것으로 나타난다(Fig. 10b). 해당 지역에 대한 본그

림자, 반그림자 및 비그림자 영역은 Fig. 7b에 제시되어

있다. 제안된 방법을 통해 그림자 영역을 각각 보정한

결과, 그림자 영역이 보정되어 주변과 유사한 밝기값을

지니는 것을 확인 가능하다. 특히, 도로에 드리워진 그

림자 영역이 보정되었으며, 도로 영역에 대한 밝기값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자 보정 전·후의 밝기값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프로파일

은 Fig. 10b에 나타난 A지점부터 A′지점까지이다. 프로

파일 분석은 RGB영상 모두에서 실행되었다. Fig. 11은

A지점부터 A′지점까지의 그림자 보정 전·후 밝기값 변

화를 나타낸다. 보정 전의 밝기값 분포는 그림자 영역에

대한 영향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그림자 영역은 매우 어두운 밝기값의 분포를 나타내

고 있으며, 반그림자 영역에서는 점점 밝기값이 커지게

되어 비그림자 영역에서는 밝기값이 매우 높게 나타나

게 된다. 그러나 그림자 보정 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완

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림자 영역의 밝기값

이 비그림자 영역과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AA′ 지점에서의 보정 전·후 정량적 분석결과 보정 전

의 Blue, Green및Red파장대역 영상에서의 평균밝기값

은 약 2290, 2390 및 4470이며, 표준편차는 각각 약 230,

140,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 후의 평균밝기값은

약 2680, 2590 및 459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각

각 약 70, 50 및 80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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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평균밝기값은 상승하였으며, 표준편차는 감소하여

일관되는 밝기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분

석결과와 정량적 분석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제안된 방

법에 의한 그림자 보정은 효과적으로 그림자 영역을 보

정할 수 있음을 지시한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KOMPSAT-3 위성영상의 도심지역에 나

타나는 그림자 영역을 보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그

림자 영역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그림자 영역을 본그

림자와 반그림자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영역을 정확

하게 탐지하여 오분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그림자 영역을 탐지하기 위하여 본그림

자 영역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로부터 임계값을 추정

하여 초기 본그림자 영역을 탐지하였으며, 이후 NLM

공간필터링을 적용하여 온전한 본그림자 영역을 확정

하였다. 본그림자 영역으로부터 반그림자 영역과 비그

림자 영역을 각각 탐지하였으며, 선형상관보정을 활용

하여 그림자 영역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보

정 전·후 비교를 위하여 시각적,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

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일사례에서의 실험을 수행

한 것으로, 여러 사례에서의 적용에 대한 연구가 추가

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고해상 영상에서의 적절한 대기

효과 보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안된 방법에서는

대기효과보정을 수행하지 않고 연구자 임의의 임계값

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여러사례에서의 그림자 보정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적절한 대기효

과 보정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면, 다양한 실험을 통하

여 적절한 임계값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자 영역을 보다 잘 탐지하기 위하여 태양의 방

위각을 활용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현재까지 수행된 그림자 영역 보정 연구로부터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영상 내 존재하는 그림자는 선행연구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본그림자와 반그림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영역을 구분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실험지역에서 본그

림자 영역은 매우 어두운 밝기값을 지니며, 반그림자 영

역은 본그림자 영역 주변에 위치하며 어두움의 강도가

나타난다. 이는 보정 전의 프로파일에서도 나타나는 현

상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현상이다. 각각의 영역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반그림자 영역에서 과보정 되는 현

상이 나타날 수 있기에 각각을 구분하여 보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그림자 영역을 온전히 탐지하기 위해서는 본

그림자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포 분석과 함께 공간필터

링이 적용되어야 한다. 수계지역과 식생지역이 마스킹

된 히스토그램은 이분형분포를 나타내며, 이분형분포

에는 본그림자, 반그림자 및 비그림자 영역이 혼재되어

있다. 이로부터 본그림자 영역만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본그림자 영역에 대한 히스토그램 분포 분석이 수행되

어야 한다. 또한 임계값만으로는 본그림자 영역의 특성

이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간필터링을

적용하여 노이즈의 제거 및 본그림자 영역의 군집화가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반그림자 영역과 비그림자 영역은 본그림자 주

변 영역으로부터 탐지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 반그림자

영역의 경우 본그림자 영역에 인접해 있으며, 비그림자

영역은 선형상관보정의 기준영역으로 활용되기 때문

에, 통계값이 유사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 인접 영역에

서 탐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주변영역에는 그림

자의 발생원인인 고층건물이 포함되며, 고층건물의 경

우 밝은 밝기값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임계값으로부터

마스킹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넷째, 각각의 그림자 영역에 대한 선형상관보정과 프

로파일 분석을 수행한 결과, 시각적, 정량적으로 그림자

영역의 밝기값이 증가하고, 표준편차는 감소함을 확인

하였다. 실험지역의 보정 전 영상에서는 본그림자, 반그

림자 및 비그림자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즉, 본그림자 영역에서 매우 낮은 밝기값이 나타나며,

반그림자 영역에서 점진적으로 밝기값이 상승하고, 비

그림자 영역은 매우 높은 밝기값을 지니고 있다. 각각

의 그림자 영역을 보정한 결과 밝기값의 평균과 표준편

차가 비그림자 영역과 유사하게 보정되었으며, 색상의

유사성을 지니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과

보정 저감계수의 적용을 통해 과보정 현상 방지에 효과

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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