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19 –

위성영상에서 말발굽 형상을 갖는 관심물체 탐색 방법

임인근*†, 나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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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e Hoof Shaped Object Detection in Satellite Images

In-Geun Lim*†, and Sung-Woong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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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s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As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s can be used, numerous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for exploiting these images in various fields. This paper proposes horse hoof shaped object detection
method based on mathematical morphology to extract interesting targets. Interesting targets have
conceptually similar shapes such as a horse hoof, not having exact size or shape. Detection of an object
with the similar shapes is possible by applying mathematical morphology processes. The proposed method
allows an automatic object detection system to detect the meaningful object in a large satellite image
rapidly. The mathematical morphology process can be applied to binary images, and thus this method is
very simple. Therefore, this method can easily extract a “horse hoofshaped object” from any image that
has indistinct edges of the interesting object and different image qualities depending on the filming location,
filming time, and filming environment. Using the proposed method by which a “horse hoof shaped object”
can be rapidly extracted, the performance of the automatic object detection system can be improved.
Key Words : horse hoof shaped object, satellite image, mathematical morphology

요약 :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광역의 위성영상에서 특정 형태를 갖는 오브젝트를 탐지해내는 내용기반의 자

동화된 표적 탐색 시스템의 전처리 단계를 위해 수학적 모폴로지 방법을 이용하여 말발굽 형상의 오브젝트

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촬영 지역 및 촬영 시기, 환경에 따라 영상 질의 차이가 심하고, 찾고자

하는 표적의 에지가 선명하지 않은 위성영상에서도 쉽게 말발굽 형상의 오브젝트를 추출해내는 방법이다. 제

안한 방법으로 말발굽 형상의 오브젝트를 빠르게 분류해냄으로써 다음 단계의 표적 탐지를 위해 탐색해야

할 영역의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시스템의 속도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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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영상은 넓은 지역에 대한 데이터 획득 및 처리가

가능하고 반복적인 데이터의 획득이 용이한 장점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1미터급

이상의 공간해상력을 지닌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제공

되면서 지리정보시스템, 재난관리시스템, 광역감시시

스템을 위한 정보의 원천으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특정 형태를 갖는 시설물의 설치 장소를 위

성영상에서 자동으로 탐색하는 내용기반의 탐색 시스템

을 위해 시작되었다. 위성영상에서 나타나는 표적의 형

태는 Fig. 1과 같이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와 시

설물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형태가 특정 형태로

규정지어 표현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영상을 소스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자동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

이 영상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해내는 수준과 유사한 수

준으로 컴퓨터가 의미있는 영역이나 특징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상처리나 컴퓨터 비전 분

야에서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트 탐지에 관련

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Mohan et al.(2001)의

연구와 같이 명료한 영상으로부터 보행자 검출이나 얼

굴 인식 등의 특정 물체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위성영상이나 항공사진 등의 불

명료한 영상으로부터 특정 지물이나 물체를 탐색하는

기술은 지금까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

황이다. 실제명료한영상에서유용한 edge detector, corner

detector, SIFT, SURF 등의 feature descriptors는 위성영상

에서 내용 기반으로 오브젝트를 탐색하는 문제에 있어

서는 영상의 질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차이날 수 있으므

로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특히, 이러한 feature

descriptors는 내부패턴이 복잡하고 특징점이 풍부한 경

우에는 적합하지만,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표적과 같

이 내부패턴이 단순하고 특징점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

에는 부적합하였다. 이는 불명료한 위성영상에서 내용

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 물체나 시설을 추출해야하는 시

스템은 정교한 추출 보다는 인간이 영상을 보고 받아들

이는 정보와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내용에 기반하여 오브젝트를 추

출해내는문제는색상, 질감, 형태특징을이용하게되나,

본 연구의 입력이 되는 위성영상에서는 색상이 불명료

하므로 그레이 레벨 값만을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다. 찾고자 하는 시설은 보호지와 시설물로 구분

되어지며, 이는 영상처리시 말발굽과 유사한 형태로 나

타나는 특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 2에서의 순서와 같이 배경과 오브젝트로

구분하기 위한 전처리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오브젝

트 중에서 일정 크기의 말발굽 형상의 오브젝트들만을

분류해내는 과정을 feature 매칭 단계 이전에 수행하도

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연구된 많은 매칭 알고리듬 적용

의 단점인 광역의 위성영상에서 픽셀단위 매칭시 요구

되는 계산시간을 월등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위성영상

과 같은 대용량의 영상에서 표적을 탐지하는 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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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chart of target detection.

Fig. 1.  Examples of target in satellit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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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클러터와 오브젝트 영역을 분류하는

방법과 수학적 모폴로지를 이용하여 표적일 가능성이

높은 말발굽 형상을 갖는 오브젝트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말발굽 형태의 오브젝트를 찾는 주요

아이디어는 말발굽의 움푹 들어간 부분을 닫힌 형태인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서 내부에 홀을 갖는 형태로 변형

함으로써 홀 탐색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때 말발

굽 모양의 끊어진 부분을 연결해주기 위해 형태적 특성

을 분석하는 단순하지만 파워풀한 수학적 모폴로지 연

산을 이용하였다. 알고리듬 검증을 위해 0.46meter 공간

해상도를 갖는 Worldview-2 위성영상에 제안한 알고리

듬을 적용하였다.

2. Region Segmentation and Adaptive
Thresholding

위성영상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것은 Fig. 1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은 특정 시설물이 설치된 위치이다. 시설물

이 설치되어있는 주위에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영역의 보호지가 둘러싸고 있다. Fig.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탐지하고자 하는 시설물은 타원형에 가까

운 모양을 띄고 있으며, 가운데 부분은 한 쪽 방향으로

긴 홀을 갖는 형태이다. 홀의 장축 방향은 시설물이 놓

인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특정 방향으로 동

일하지 않다. 이러한 특정 형태를 갖는 오브젝트를 탐

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여 영상을 클러터와 의미있는 오브젝트를 갖는

영역으로 나누게 된다.

1) Region Segmentation

입력 위성영상을 클러터와 오브젝트로 분류하기 위

하여 의미있는 영역들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MSER(Maximally Stable Extremal Regions)은 동일하게 화

소 값이 변화하는 영역을 검출하는 알고리듬으로 클러

터를 제거할 때 효율적이므로 클러터를 제거하고 오브

젝트를 갖는 영역을 찾기 위해 이용한다(Matas et al.,

2002).

2) Label Connected Components in Salient region

Region segmentation 결과로부터 클러터를 제거한 오

브젝트 존재 영역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찾은 오브젝

트로부터 화소들이 연결된 것들을 Fig. 3과 같이 라벨링

한다. 각 라벨된 결과로부터 하나의 오브젝트만을 포함

하는 서브이미지를 만든다.

3) Adaptive Thresholding on Labeled Object

본 과정은 region segmentation 결과에서 오브젝트로

라벨링된 서브이미지를 Otsu’s method(Otsu, 1979)를 이

용하여 두 레벨로 클러스터링 하는 과정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찾고자 하는 표적의 화소값이 보호지와 시설

물로 구분되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지와 시설물의 경계

가 다른 오브젝트에 비해 명료하지 않더라도 국부적으

로 Otsu’s method를 이용하여 클러스터링하게 되면 서

브이미지마다 다른 문턱값을 적용하므로 보호지와 시

설물이 나눠질 수 있다.

Fig. 4는복잡한영역에서생성된서브이미지에 Otsu’s

method를 적용하여 두 레벨로 나눈 결과이다. 찾고자

하는 시설은 보호지에 놓인 시설물이 움푹 들어간 말발

굽 형태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위성영상에서 말발굽 형상을 갖는 관심물체 탐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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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eling connected pixels                                                                  Sub-image of object

Fig. 3.  Labeling and sub-imag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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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발굽 형태의 오브젝트 탐색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클러스터링 된 결과는 시설

물의 모양과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

호지의 모양이 타원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

히 타원으로 표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설물

의 이동을 위한 연결 도로가 보호지와 유사한 밝기값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은 보

호지와 시설물의 형태적 관계를 이용한다. 즉, 찾고자

하는 표적의 바이너리 서브 이미지는 시설물의 위치가

오브젝트의 홀로 표현되거나, 움푹 들어간 모양을 갖는

말발굽 형태의 오브젝트로 나타나므로 그런 형태를 갖

는 오브젝트를 탐색하면 된다. 시설물이 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으로 표현된 영상은 홀로 표현되나, 한 쪽으로

치우치게 촬영된 영상은 말발굽 형태처럼 한 쪽이 움푹

들어간 형태로 표현된다. 이는 시설물의 화소값과 보호

지 바깥의 화소값이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 레벨로 클러

스터링 되기 때문이다.

말발굽 형태를 갖는 오브젝트 탐색을 위해서

ConvexHull을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오브젝트를 빼고

남는 영역이 보호지로 나타나면 좋지만, 찾고자 하는 표

적의 보호지가 매끈한 원의 형태가 아니므로 오히려 찾

고자 하는 시설물의 영역을 둘러싸는 Convex Hull보다

다른지점들을연결한Convex Hull이생기는단점이있다.

영상 내에서 수학적 모폴로지 연산은 영상 내에 존재하

는 특정 객체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며, 객

체의 모양을 표현하거나 기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다(Serra, 1982). 영상에 수학적 모폴로지 기법을 적용함

으로써 외곽선 검출, 홀 탐색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

폴로지 연산은 영상을 해석하거나 영상의 질을 개선하

기 위해 의료 영상, 컴퓨터 비전, 지질학 등에서 유용하

게 사용되고 있다(Gonzalez and Rafael 1993; Haralick and

Shapiro, 1992). 따라서, 말발굽 모양의 오브젝트를 탐지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학적 모폴로지 기법을

조합하는 방법을 Fig .5와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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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ow chart of proposed algorithm for facility detection.

Fig. 4.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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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회 Dilation

Dilation 연산은 이진영상에서 오브젝트를 두껍게 또

는 더 크게 팽창시키는 연산이다. 영상 A의 픽셀이 z라

고 하고, 영상 A와 structuring element B의 dilation은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A + B = {z | (B̂)z ∩ A ≠ ø }                    (1)

모든 점 z의 집합은 A와 교차하는 structuring element

가 ‘1’을 갖는 픽셀값이 하나라도 있는 A와 교차하면 중

심의 픽셀값을 ‘1’로 표시한다. 따라서 이 dilation 연산은

오브젝트를 팽창시키므로 다리를 연결하는 용도 등에

유용하다.

우선, 3×3 structuring element를 이용하여 이진 객체

이미지와 dilation 을 수행한다. 이 때, dilation 횟수 N의

범위는 찾고자 하는 움푹 들어간 영역의 입구 거리를 고

려하여 결정한다. 이 거리는 시설물의 폭이 영상에서 움

푹 들어간 곳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시설물의 크기와

위성영상의 해상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Dilation 횟수는 허용할 수 있는 말발굽에서 움푹 들

어간 곳의 거리와 관계되므로 시설물의 폭이 vmin ≤ v ≤

vmax 이라고 하고, dilation 횟수를 N이라고 하자.

이 때, 영상의 해상도와 시설물의 크기에 의해 움푹

들어간 입구의 픽셀 수의 관계는 다음 식(2)와 같이 결

정된다.

                            ≤ Nent ≤                               (2)

             Nent: 움푹 들어간 입구의 픽셀 수
             Rimg: 영상의 해상도(한 픽셀의 거리)

만약 3×3 structuring element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회의 dilation할 때 마다 1픽셀씩 확장되고, 움푹 들어간

입구인 경우에는 양쪽으로부터 1픽셀씩 확장되므로 1

회 dilation할 때 마다 입구거리가 2픽셀씩 좁아지는 효

과를 갖는다. 따라서 dilation 회수 N에 따라 움푹 들어

간 입구거리는 식(3)에 의해 좁아지게 된다. 따라서 식

(3)은 dilation을 수행하면 움푹 들어간 곳을 연결하여 홀

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n = v – 2 × N × Rimb                           (3)

즉, 움푹 들어간 곳을 연결하여 홀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dilation 횟수 N은 식(4)와 같이 결정된다.

                                 N =                                    (4)

따라서, dilation 수행횟수는 식(5)와 같은 범위로 결정

된다.

                – nmargin ≤ N ≤ + nmargin                  (5)

2) Skeleton Image

오브젝트의 가장자리 픽셀들을 반복적으로 제거하

여 skeleton image를 생성한다.

3) Fill Holes

Dilation 수행으로 말발굽 형태는 닫힌 형태가 되었을

것이므로, 홀을 채우는 과정을 수행한다.

4) Erosion

Erosion 연산은 이진영상에서 오브젝트를 얇게 또는

더 작게 침식시키는 연산이다. 영상 A의 픽셀이 z라고

하고, 영상 A와 structuring element B의 erosion은 식(6)과

같이 표현된다.

                  A × B = {z | (B)z ∩ Ac ≠ ø }                    (6)

모든 점 z의 집합은 A와 교차하는 structuring element

가 모두 ‘1’을 갖는 픽셀 값일 때 그 중앙값을 ‘1’로 표시

한다. 즉, 오브젝트가 아닌 배경이 있으면 ‘1’로 표시하

지 않는다. 이 연산은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을 제거하

는데 유용하다.

Erosion 수행은 dilation 수행횟수와 동일한 N회를 수

행한다. Erosion 수행으로 홀 영역만 남기게 된다.

5) Perimeter image

위 Erosion 수행 결과에서 1을 갖는 픽셀 들 중에서

4개의 이웃하는 픽셀들 중 최소한 하나의 0값을 갖는 픽

셀들만을 표시한 것이다.

6) Add input binary image and Perimeter image

입력된 이진영상과 Perimeter 영상을 합한다. 즉, 두

영상 중 하나의 영상에서만 픽셀값이 1일 경우 합 영상

에서 픽셀값은 1이 된다. 합 영상을 통해 홀을 만들 수

있게 된다.

vmin
Rimg

vmax
Rimg

v
2Rimg

vmax
Rimg

vmin
R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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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etection

합 영상으로부터 홀의 크기와 가로 세로 비율을 고려

하여 찾고자 하는 홀이 있는지 Fig. 6에서와 같이 확인

한다. 합 영상에서 홀을 탐지하고, 홀의 크기, 가로 세로

비율, 오브젝트와 홀 크기 비율을 고려하여 찾고자 하

는 말발굽 영역을 탐색한다. 위에서 제시한 조건은 찾

고자 하는 말발굽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4. 실험결과

제안한방법의성능을확인하기위한실험환경은 O/S

Window7 64bit, CPU Intel i7 3.4GHz, RAM 8G이었으며, 제

안한 알고리듬은 Matlab 2012b(Marques, 2011)로 구현하

였다. Fig. 7, Fig. 8, Fig. 9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시설물을

탐색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순차적인 결과 이

미지를 보여준다. Fig. 7 (j)에서와 같이 빨간색 십자 모양

으로 표시된 위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시설물이 있다

고탐색되어진위치이다. 선명하지않은위성영상에서움

푹 들어간 영역을 닫힌 모양으로 변형하여 홀로 만들고

홀의 크기 분석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위치를 찾는 과정

을 확인할 수 있다. 움푹 들어간 모양이나 크기 등이 일정

치않아서하나의수식화된특징벡터로탐색할경우찾고

자 하는 영역에서 특징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와같이선명하지않은위성영상에서말발굽형

상과 같은 영역을 찾아내기가 힘듦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안한방법과같이말발굽탐색문제로단순화함으로써

탐색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Fig. 10은 말발굽 형태의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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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 1 applying proposed algorithm
(a) Input image (b) Binary image, (c) Dilation image, (d)
Skeleton image, (e) Hole filled with white colored pixel (f)
Erosion image of (e), (g) Perimeter image, (h) Sum image of
binary image and perimeter image, (i) hole area of object and
(j) detection result.Fig. 6.  Detection of facility in satellite image.

horse hoof detection

hole area in objectobject

size comparation of
object and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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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들어간 위치의 입구 부분을 연결함으로써 홀을 찾는

문제로만들어주는새로운선을보여준다. Fig. 11은제안

한 방법을 적용하여 찾아진 결과이며, 입력영상은 화질

및 밝기, 표적의 형태가 모두 다르며, 이들은 특징점이 풍

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제안한 방법을 이용

하여 그 위치를 잘 탐색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19500×

19500 픽셀 크기를 갖는 입력영상에서 사람이 수동으로

관심표적을 찾기 위해 영상 전체를 관심표적의 크기

65×65픽셀 이내의 간격으로 영상을 탐색하는 대비 최소

90% 이상탐색영역을감소시킬수있는효과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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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lt 2 applying proposed algorithm
(a) Input image (b) Binary image, (c) Dilation image, (d)
Skeleton image, (e) Hole filled with white colored pixel, (f)
Erosion image of (e), (g) Perimeter image, (h) Sum image of
binary image and perimeter image, (i) hole area of object and
(j) detection result.

Fig. 9.  Result 3 applying proposed algorithm
(a) Input image (b) Binary image, (c) Dilation image, (d)
Skeleton image, (e) Hole filled with white colored pixel, (f)
Erosion image of (e), (g) Perimeter image, (h) Sum image of
binary image and perimeter image, (i) hole area of object and
(j) detec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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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광역의 위성영상에서 관심 시설물을 수동으로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찾는 사람의 영상 판독

능력에 따라 탐색시간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며 탐색 결

과 또한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되

었다. 관심시설을 찾기 위해서 관심시설의 형태적인 특

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로부터 동일한 모양은

아니지만유사한형태적특징을갖는다는점에착안하여

특정 형상을 갖는 객체를 탐색하는 문제로 접근하였다.

특히, 영상에서 나타나는 관심시설은 촬영시간, 촬영

각도, 촬영 위치, 날씨 등에 따라 같은 위치의 시설이라

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형태적으로 객체를 단

순화시켰을 때 말발굽과 같은 형태로 보임을 알 수 있

었다. 말발굽처럼 한 쪽의 움푹 들어간 형태가 일정한

모양이나 크기가 아니므로 수학적인 특성 벡터 등으로

탐지가 불가능하여, 이를 말발굽 형태의 객체 탐색 문

제로 단순화시켰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수학적 모폴

로지를 이용한 말발굽 형태의 오브젝트를 찾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말발굽 형태의 오브젝트를 홀 형태의 오브

젝트로 변형시킴으로써 홀의 크기와 오브젝트 전체 크

기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관심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오브젝트와 관심시설이 아닌 오브젝트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말발굽 형태의 객체로 찾아진 결과를 이용함

으로써, 영상의 전 영역을 탐색하지 않고 말발굽 형태

의 오브젝트가 있는 영역만을 집중적으로 탐색할 수 있

으므로 탐색자의 탐색시간 및 노력을 줄일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말발굽 형상으로 찾아진 결과 내에

는 실제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관심표적만 있는 것은 아

니다. 즉, 실제 찾고자 하는 관심표적이 아니지만, 제안

한 조건에 만족하는 말발굽 형태로 생긴 여러 오브젝트

들도 함께 탐색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된 말발굽 형태의 오브

젝트에만 정교한 feature 매칭 방법을 적용하여 최종적

으로 실제로 찾고자 하는 시설만을 추출해내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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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etection results.

Fig. 10.  Connecting line for hole of (8) in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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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제안한 방법이 다른

feature 매칭 방법과 cascade classifier로 구성되어 관심시

설 탐지 시스템이 개발되면 더 높은 자동화율과 더 낮

은 오검출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는 본 연

구 결과를 기반으로 feature 매칭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자동화된 관심시설 탐지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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