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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상도 영상의 시대 고해상도 영상의 시대 
인공위성 센서에 대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간해상

도는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학위성으

로 예를 들면, Kompsat-1, 2, 3의 공간해상도는 각각 

6.6m, 1m, 0.7m 입니다(전정색 영상 기준). 과거 

Kompsat-1에서 하나의 픽셀로 표현되던 것이 이제는 

10개의 픽셀로 세분화되어 표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밀한 분석이 가능해짐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만일 방사해상도는 같고 공간해상도가 다른, 파일 크기

가 동일한 두 개의 영상이 있다면 고해상도의 영상은 

저해상도에 비해 좁은 면적에 대한 정보를 담게 됩니

다. 원격탐사의 장점 중 하나로 ‘넓은 지역에 대한 정

보를 빠르게 획득 및 파악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꼽

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금 반(反)하는 내용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영상 mosaic영상 mosaic
하지만 대부분의 원격탐사용 S/W에서는 모자이크 기능

을 통해 이를 만회합니다. 현재 ENVI의 최신버전인 5.1 

이전 버전에서도 이를 지원해 왔는데요, 바로 

Georeferenced / Pixel Based Mosaicking으로 나누어

져 있었습니다. 이름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텐데요, 지

형정보의 포함 유무로 구분하며, 최종 병합 단계에서 

edge, cutline feathering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보여왔습니다. 

Seamless mosaic in ENVI 5.1Seamless mosaic in ENVI 5.1
얼마 전 출시된 ENVI 5.1에서는 seamless mosaic이라

는 mosaic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름만으로 해석

해보자면 천의무봉한, 아주 매끄러운 모자이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시기 전, ENVI 도움말

에 나타난 다음의 내용은 숙지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영상의 background 값이나, 비정상적인 값에 대해

서는 미리 masking을 해둘 것.  

- 데이터 타입과 밴드 수는 일치시킬 것. 파장의 경우

도 일치해야하나, 미세한 차이는 허용(IKONOS와 

Quickbird의 경우 seamless mosaic이 가능)

실행해 봅시다실행해 봅시다
Seamless mosaic은 Toolbox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Mosaicking 하부를 보면 이전 버전에서 사

용하였던 Pixel Based Mosaicking과 이번 한 장 강의

의 주인공인 Seamless Mosaicking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 시 다음

의 윈도우가 생성됩니다. 아래의 예제는 ExelisVIS.com 

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 ENVI 5.1 resource 파일로, 

동일 지역에 대한 6개의 항공 영상(airphoto1.dat ~ 

airphoto6.dat)입니다. 

파일 선택 시 먼저 선택한 것이 dialog 창에서는 밑으

로 들어가게 됩니다. 1~6번의 순서로 파일을 지정했다

면 위와 같이 airphoto1이 가장 밑에, airphoto6가 가

장 위에 배치됩니다. 이러한 파일의 위치는 mosaic 과

정 중 color match시 reference 파일의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선택 영상인 airphoto1이 

reference가 됩니다. 물론 영상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데 이는 을 이용하게 됩니다. 

Set Data Values to IgnoreSet Data Values to Ignore
이전 버전의 mosaic 기능에서는 없었던 기능으로 

Data Ignore value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ignore 

value로는 background 값, 비정상적인 데이터 등을 선

택할 수 있는데 사용 목적은 

1. 파일 크기가 큰 경우 프로세스 시간을 단축 

2. 실 데이터만을 이용함으로써 평균, 최대/최소값 등

을 정확히 산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위 예제 파일의 경우 ‘0’을 무

시할 값으로 설정하였는데 설정의 유무에 따른 미리보

기 영상을 아래에 나타냈습니다. pixel value가 0인 검

은색 부분이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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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이 과정에서는 영상 내 piixel 값이 0인 부분도 

제외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

지하기 위해서 이미 언급하였듯 사전에 미리 masking

을 적용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gnore value의 선택 전(좌), 후(우)의 미리보기 영상 

Perform Color CorrectionPerform Color Correction
이 과정은 옵션입니다. 색보정을 원할 경우 color 

correction 탭 하부 histogram matching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한다면 color matching action 탭은 비

활성화된 채로 mosaic을 수행하게 됩니다. 

Add/Edit SeamlinesAdd/Edit Seamlines
이제 드디어 seamless의 기능을 맛볼 차례입니다. 영

상의 mosaic에서 seamline은 영상이 겹치는 부분에서 

모자이크가 되는 라인을 의미합니다. ENVI는 seamline 

생성을 위해 보로노이(Boronoi)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seamline network을 사용합니다. 

seamline의 자동 생성을 위해 seamline 아이콘 하부 

Auto Generate Seamline을 선택합니다. 영상 내 녹색

선으로 표현되는 seamline을 확인할 수 있으며, show 

preview 버튼을 통해 결과의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만약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한 결과물이 불만족스럽다

면, seamline 아이콘 선택 후 Start editing seamline을 

선택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은 마우스의 좌클릭

과 드래그를 통한 polygon 생성을 통해 수행하게 됩니

다. 이때에는 도로나 산의 등산로처럼 이를 기준으로 

영상의 색이 변하는 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seamline의 수정 전/후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자동 선택된 seamline(좌)와 이를 수정한 seamline(우)  

참고로 수정한 seamline은 shape 파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며, restore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 영상의 비교결과 영상의 비교
seamless mosaicking의 결과 영상 중 airphoto3, 4, 5

의 경계 부분을 확대하여 아래에 나타냈습니다. 

a. seamless 자동 생성 후 seamline을 수정한 영상

다른 mosaic 방법들과의 비교를 위해 다음의 2가지 

mosaic 결과 영상을 추가적으로 나타냈습니다. 

b. seamless 자동 결과 영상

c. seamless 기법이 아닌 edge feathering만을 적용한 영상

c는 원본 영상의 모서리를 따라 mosaic이 이루어진 것

으로, 영상 간 픽셀 값의 차이가 크다면 위와 같이 매

끄럽지 않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b는 seamless

를 적용하여 c의 한계는 극복하였으나, 자동 생성된 

seamline도 비교적 원본 영상의 경계를 따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용자의 수정을 통한 seamless 영상(a)에서

는 매끄러운 mosaic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