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6, No.5-2, 2020, pp.917~927
https://doi.org/10.7780/kjrs.2020.3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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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상대방사보정을 통한 
자동화 지향 공간객체추출 방안 연구

이동국 1)·이현직 2)†

A Study on Method of Automatic Geospatial Feature Extraction through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of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s

Dong-Gook Lee 1)·Hyun-Jik Lee 2)†

Abstrac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Korea is developing a CAS 500-1/2
satellite capable of photographing a GSD 0.5 m level image, and is developing a technology to utilize
thi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a geospatial feature extraction technique aimed at
automation as a technique for utilizing CAS 500-1/2 satellite images. KOMPSAT-3A satellite images
that are expected to be most similar to CAS 500-1/2 were used for research and the possibility of
automation of geospatial feature extraction was analyzed through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For this purpose, the parameters and thresholds were applied equally to the reference images and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ed images, and the geospatial feature were extracted. The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whether the extracted geospatial feature is extracted in a similar form from the reference
image and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ed image. It was also intended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automation of geospatial feature extraction by quantitative analysis of whether the classification accuracy
satisfies the target accuracy of 90% or more set in this stud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shape of
geospatial feature extracted from reference image and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ed image were similar,
and the classification accuracy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both satisfies the target accuracy of 90% or
more.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automation will be possible when extracting spatial objects through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Key Words: Object-based, Geospatial feature, Automation, Extraction

요약: 우리나라국토교통부는GSD가 0.5m 급인위성영상의촬영이가능한 CAS 500-1/2 위성과함께이를활

용하기위한기술을개발중에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CAS 500-1/2 위성영상의활용을위한기술로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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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국토교통부는GSD(Ground SampleDistance)

가 0.5 m급인 위성영상의 촬영이 가능한 CAS 500-1/2

위성을개발하고있으며, CAS 500-1/2 위성은국토관측

전용위성으로활용될예정이다. 이에국토를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로 토지이용분류 및 공간객체추출, 변

화탐지및시계열모니터링, DSM(Digital Surface Model)

추출등에대한자체적인기술력확보를통해위성정보

활용을위한 SW를개발중에있으며(Lee et al., 2019), 본

연구진은공간객체추출기술을개발을수행중에있다.

토지이용분류및공간객체추출은환경에대한훌륭

한지표이며(Pekel et al., 2016), 환경변화등에대하여안

정적인정보를제공할수있다(Melesse et al., 2007; Lee et

al., 2018). 특히 주제정보를 추출하는 공간객체추출 기

술은 위성영상의 주요 활용 분야 중 하나이며, 공간객

체추출에는 화소기반분류 기법과 객체기반분류 기법

이이용되고있다. 고해상도위성영상에화소기반분류

기법과 객체기반분류 기법을 적용하여 공간객체를 추

출하고비교한결과세부적인분류를위해서는화소기

반분류 기법보다 객체기반분류 기법이 유용함이 입증

되었다(Yuan et al., 2006). 객체기반분류 기법은 수직적

프로세스와수평적프로세스로나뉜다. 수직적프로세

스는식생지역과비식생지역으로구분하고, 단계별로

점차 작은 객체를 분류해 나가며, 이전 단계의 도출 결

과를고려하여다시영상분류를수행하는방법으로 3차

에서 6차의 분류 과정을 거쳐 수행하여 주제도 제작을

목적으로 한다(Kim, 2016; NGII, 2018). 수평적 프로세

스는공간객체항목을기준으로하고, 주제도와같은최

종 성과물이 아닌, 특정 공간객체를 활용하기 위한 프

로세스이다. 따라서여러단계를거치는수직적프로세

스를이용하는것보다특정항목만을추출하는수평적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Lee et al., 2018).

따라서본연구에서는 CAS500-1/2 위성으로부터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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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지향하는공간객체추출기술을개발하고자하였다. 연구수행을위해 CAS 500-1/2와가장유사할것으로예

상되는 KOMPSAT-3A 위성영상을연구에이용하였으며, 상대방사보정을통해공간객체추출의자동화가능

성을분석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상대방사보정에이용된참조영상과상대방사보정된영상에서매개변

수및임계값을동일하게적용하고, 공간객체를추출하였다. 추출된공간객체가참조영상과상대방사보정된

영상에서 유사한 형태로 추출되는지에 대한 정성적 분석과 분류정확도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목표정확도인

90% 이상을만족하는지에대한정량적분석을통해공간객체추출의자동화가능성여부를분석하고자하였다.

그 결과, 참조영상과 상대방사보정된 영상에서 각각 추출한 공간객체가 유사하게 추출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분류정확도분석결과가모두목표정확도인 90% 이상을만족하는것으로나타나상대방사보정을통해

공간객체추출시자동화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Fig. 1.  Overview of this study.

06이동국(917~927)(별쇄20부)ok.qxp_원격36-5-2_2020  2020. 11. 5.  오전 10:31  페이지 918



된영상을활용하기위하여자동화를지향하는객체기

반 공간객체추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하여 다시기 위성영상을 수집하고, 특정 항목만을 추

출하는 수평적 프로세스에 상대방사보정 기술을 연계

하여 연구 대상지역에서 공간객체추출을 위한 매개변

수및임계값을동일하게적용해공간객체추출을수행

하였다(Fig. 1).

2. 대상지역 선정 및 위성영상 수집

본연구에서는 CAS500-1/2 위성영상의활용을위한

기술로공간객체추출연구를수행하고자하였다. 그러

나현재 CAS500-1/2 위성이개발중이므로 CAS500-1/2

위성영상과가장유사한스펙을갖을것으로예상되는

KOMPSAT-3A위성영상을이용해연구를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수집한 위성영상은 Table 1 및 Fig. 2와

같이총 4매의KOMPSAT-3A위성영상으로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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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udy area.

Fig. 2.  Satellite imagery taken in (a) Jun 6, 2015, (b) July 30, 2015, (c) October 21, 2017, and (d) November 9, 2017.
                            (a)                                              (b)                                              (c)                                                            (d)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satellite images used in this study

Satellite Date Cloud Level
Tilt angle

GSD
Roll Pitch

KOMPSAT-3A

2015/06/06 A -7.74320206 -0.23701285

Approx. 0.5 m
2015/07/30 B 14.66154342 0.90088422
2017/10/21 A 12.94447002 -18.62445202
2017/11/09 B -23.99053024 -19.0211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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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7월, 2017년 10월및 11월에촬영된위성영상이며, 전

라북도김제시를포함하는지역을촬영한영상으로위

성정밀정사영상(L2G)이다.

수집된위성영상중일부는구름을포함하고있어구

름을포함하고있지않은지역으로연구대상지역을선

정하였다. 선정된 연구 대상지역은 Fig. 3과 같이 전라

북도김제시백산면의일부지역으로 1:5,000 수치지도

1개도엽범위에해당하는지역이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연구는자동화를지향하는객체기반공간객체추

출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객체기반분

류 기법은 영상 분할과 분류의 단계를 거치는데, 자동

화를위해서는영상분류단계에서적용되는매개변수

와임계값의범위를동일하게설정하여야한다.

자동화지향객체기반공간객체추출은 Fig. 4와같이

동일한지역을촬영한두시기의영상을이용하며, 상대

방사보정을수행하고, 두시기의영상에서동일한매개

변수및임계값을적용해공간객체를추출한다. 추출된

공간객체는 분류정확도 분석을 통하여 목표 정확도인

90% 이상을만족하는지에대하여검증하고자하였다.

1) 실험 case 및 공간객체추출 항목 선정

공간객체추출의 자동화 가능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상대방사보정 기술을 적용하였다. 상대방사보정은 유

사시기에촬영된영상간상대방사보정을수행하여 2개

의 상대방사보정 된 영상을 생성하고, 참조 영상과 상

대방사보정 된 영상에서 객체기반분류를 위한 매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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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st case in this study

Itemize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Extract geospatial feature of automation base

Input image date Reference image date Time 1 image Time 2 image
(normalization image)

Case 1 2015/07/30 2015/06/06 2015/06/06 2015/07/30
Case 2 2017/11/09 2017/10/21 2017/10/21 2017/11/09

Fig. 4.  Flowchart for analysis of possibility of automated geospatial feature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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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및임계값을동일하게적용하여공간객체를추출하

는 2개의 실험 case를 설정하였다(Table 2). 공간객체추

출을위한항목은초지, 나대지, 수계, 도로, 건물로 5개

항목을선정하였다.

2) 상대방사보정 수행

공간객체추출의 자동화를 위한 전처리로 상대방사

보정을 수행하였다. 상대방사보정은 입력영상과 참조

영상 간의 밝기 값의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과정으

로 상대방사보정 수행 시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영

상일지라도 공간객체추출을 위한 매개변수 및 임계값

의범위를동일하게설정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실

험을수행하였다.

본연구에서적용한상대방사보정알고리즘은국토위

성연구단의변화탐지및시계열모니터링기술개발연

구진이개발한상대방사보정 SW를이용해수행하였다.

연구에서적용한상대방사보정기술은 Fig. 5와같이입

력영상및참조영상의근적외선밴드간의 scattergram을

활용하여 No-change region을 추출하고, NDVI, NDWI

등의분광지수와함께다층퍼셉트론기반의생태학적

보정을 수행한다. 그 후 히스토그램 매칭 기반의 후처

리 과정을 통해 상대방사보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이

다(Seo and Eo, 2018).

3) 자동화 지향 객체기반 공간객체추출 및 

분류정확도 분석

자동화 지향 객체기반 공간객체추출은 상대방사보

정에 사용된 참조영상과 상대방사보정된 영상을 이용

하여추출하고자하는공간객체항목선정후동일한매

개변수및임계값을적용해공간객체를추출하였다.

공간객체추출을위한매개변수별임계값의설정은참

조영상과상대방사보정된두영상에서임계값적용에따

른공간객체추출결과비교를통해임계값범위를도출

하였으며, 도출된공간객체항목별매개변수및임계값

은 case 1에서Fig. 6과같고, case 2에서Fig. 7과같다. 두 case

는위성영상촬영당시서로계절이다르기때문에 case별

로매개변수및임계값을도출하여실험을수행하였다.

본연구에서설정한두 case는위성영상의촬영당시

의계절이서로다르고, 상대방사보정을위해적용된참

조영상을동일하게설정할수없어두 case에서공간객

체추출을위한매개변수및임계값을각각도출하였다.

공간객체추출 결과의 품질분석을 위하여 실험 case

별 공간객체추출 결과가 유사한 형태로 추출되는지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고, 정량적 분석을 위하여

Fig. 8과같은오차행렬(Error matrix)을이용한분류정확

도분석을수행하였다. 분류정확도분석을위한오차행

렬은 공간객체추출 항목별로 추출하고자 한 공간객체

와미분류객체로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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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cess of applying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algorithm appli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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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arameters and threshold values for each geospatial feature item applied in case 2.

Fig. 8.  Example of classification accuracy analysis using error matrix.

Fig. 6.  Parameters and threshold values for each geospatial feature item applied in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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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분류, 공간객체추출 및 분류정확도 분석과

관련된 연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70~90%의 분류정확

도를나타내는것을확인하였다 (Oh et al., 2010; Lee et al.,

2011; Li et al., 2016). 따라서본연구에서는추출된공간

객체의분류정확도분석시목표정확도를 90% 이상으

로설정하였다

4. 실험 결과

1) 상대방사보정 결과

공간객체추출에앞서위성영상의밝기값차이를최

대한제거하기위하여상대방사보정을수행하였다. 상

대방사보정은입력영상을참조영상과유사한밝기값

을갖도록수행하여상대방사보정이수행된영상을생

성하였다. Fig. 9는 2015년 6월및 7월영상을이용해상

대방사보정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Fig. 10은

2017년 10월및 11월영상을이용해상대방사보정을수

행한결과를나타낸것이다.

2) 자동화 지향 객체기반 공간객체추출 결과

(1) 공간객체추출 case 1

실험 case 1은 상대방사보정 수행 시 참조 영상으로

활용한 2015년 6월영상과상대방사보정수행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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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10.  Results of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for case 2 test: (a) November 9, 2017 (input image), (b)
October 21, 2017 (reference image), (c)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image.

                            (a)                                                                         (b)                                                                          (c)

Fig. 9.  Results of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for case 1 test: (a) July 30, 2015 (input image), (b) June 6, 2015
(reference image), (c)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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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영상을 기반으로 공간객체를 추출하였다. 항목별

공간객체추출시적용한매개변수및임계값의범위는

두 영상에서 모두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Fig. 11, Fig.

12와같이추출된공간객체가약간의차이는있지만유

사한형태로추출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2) 실험 case 2

실험 case 2는상대방사보정수행시참조영상으로활

용한 2017년 10월 영상과 상대방사보정 수행된 2017년

11월영상을기반으로공간객체를추출하였다. 항목별

공간객체추출시적용한매개변수및임계값의범위를

두영상에서모두동일하게설정하였으며, case 1과같이

추출된공간객체가약간의차이는있지만유사한형태

로추출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Fig. 13, Fig. 14).

3) 분류정확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랜덤으로 지정된 500개의 위치에 대

하여포인트를추출하고(Fig. 15), 추출된랜덤포인트를

기준으로 실제로 공간객체 항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분석하는방법을통하여오차행렬분석을수행

하였다. 분류정확도분석에이용된랜덤포인트의위치

는 2015년및 2017년에촬영된영상모두에서동일하게

이용하였다.

본연구에서설정한자동화지향객체기반공간객체

추출의 목표 분류정확도인 90% 이상을 만족하는지에

대하여분석한결과본연구에서설정한목표정확도인

90%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따라서본연구에서제안한상대방사보정기술과병렬

식공간객체추출프로세스의연계를통한자동화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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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sult of extract geospatial feature using non-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image (2015.06).

Fig. 12.  Result of extract geospatial feature using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image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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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기반공간객체추출방안은활용가능한방안인것

으로판단된다.

분류정확도분석결과가매우준수하게나타났는데,

공간객체추출시적용한매개변수가밴드별영상을이

용한 분광 평균, 표준편차, NDVI등과 함께 nDSM, 경

사도와 같은 공간정보 데이터를 매개변수로 활용하였

으며, 영상분할데이터의길이대폭비와같은형상정보

를매개변수로활용했기때문에정확도가매우준수하

게나타난것으로판단된다.

추출된 공간객체 중 도로 및 초지 객체가 타 공간객

체에비해정확도가낮게나타났는데, 이는 Fig. 16(a)와

같이 공간객체 내부에 명확하게 랜덤포인트가 위치해

있지않고, Fig. 16(b)와같이랜덤포인트가공간객체경

계부분에위치한경우오추출된것으로분석해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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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Result of extract geospatial feature using non-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image (2017.10).

Fig. 14.  Result of extract geospatial feature using relative radiometric normalization image (2017.11).

Fig. 15.  Location map of random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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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 객체가 타 객체에 비해 정확도가 낮게 나타난 것

으로판단된다.

5. 결론

본연구는자동화지향객체기반공간객체추출방안

을 연구하기 위하여 유사 시기에 촬영된 영상 2매씩 2

개의 case를설정하고, 상대방사보정후병렬식프로세

스를 적용해 공간객체추출을 수행하였다. 이때 case별

공간객체추출을 위한 매개변수 및 임계값을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추출된공간객체가서로유사한형태로

추출되는것을확인하였다. 또한오차행렬을이용한분

류정확도분석결과목표정확도인 90% 이상을만족하

는것으로나타나본연구에서제안한상대방사보정기

술과병렬식공간객체추출프로세스의연계를통한자

동화지향객체기반공간객체추출방안의활용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상대

방사보정을위한참조영상을동일하게설정하고, 밴드

별분광정보의히스토그램을이용한회귀분석등을통

해매개변수별임계값범위를자동으로찾아주는방법

도출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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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result of classification accuracy

Itemize
2015 2017

June 6 July 30 October 21 November 9
Accuracy Kappa Accuracy Kappa Accuracy Kappa Accuracy Ka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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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6.  Location of random points: (a) Location of random points is clearly within geospatial feature, (b) Difficult to
determine location of random points at boundary of geospatial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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