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
지털 영상처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격탐사 자료가 디

지털 형식이어야 한다. 디지털 영상을 수집하는 방법에

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1.  아날로그 형식(하드카피)으로 된 원격탐사 영상을 스캔하

여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한다. 

2.  Landsat 7 ETM+, Landsat 8, Pleiades, WorldView-3와 같은 

디지털 형식의 원격탐사 영상을 수집한다.

개관

이 장은 우선 디지털 영상 용어와 더불어 아날로그 영상이 디

지털화를 통하여 어떻게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되는지 소개한

다. 이후 다양한 민관 원격탐사 위성시스템들(예：Landsat 7, 

Landsat 8, SPOT 5~7, NPOESS Preparatory Project, Pleiades, 

GeoEye-1, WorldView-2, WorldView-3, RADARSAT-1)과 항공

시스템들(예：Pictometry, AVIRIS, CASI 1500)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스캐닝 시스템, 선형배열, 면형

배열, 디지털 프레임 카메라와 같은 센서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

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디지털 원격탐사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BSQ(Band Sequential), BIL(Band Interleaved by Line), BIP(Band 

Interleaved by Pixel)와 같은 포맷에 대하여 설명한다.  

아날로그(하드카피) 영상의 디지털 변환

과학자 또는 일반인들은 종종 아날로그 방식(하드카피)의 원격

탐사 영상을 수집한 뒤 디지털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물론 지구 상의 거의 모든 지역은 수차례에 걸쳐 

이미 촬영되었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의 항공사진들은 어디에

서나 구할 수 있다. 때때로 과학자들은 아날로그 방식의 열적

외선 영상이나 능동형 마이크로파(RADAR) 영상을 다뤄야 할 

때가 있다. 디지털 영상처리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아날로

그 방식의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우선 디지

털 영상에 관련된 용어들을 이해해야만 한다. 

디지털 영상 용어

디지털 원격탐사 자료는 일반적으로 숫자의 행렬(배열)로 저

장된다. 각각의 디지털값들은 이 배열의 특정한 열(i )과 행(j )

에 위치하게 된다(그림 2-1). 화소(pixel)는 ‘디지털 영상에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2차원적인 최소 단위’로 정의된다. 영상

의 특정 열(i )과 행(j )에 있는 각각의 화소는 그와 연관된 고유

의 밝기값(brightness value, BV )[일부 과학자들은 이 용어 대신 

2 원격탐사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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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digital number)값을 사용한다]을 갖는다. 데이터셋은 대체

로 n개의 개별적인 다중분광이나 초분광 영상의 밴드(k)로 구

성되어 있다. 따라서 데이터셋에서 특정 화소의 열(i ), 행(j ), 밴

드(k)의 좌표를 지정함으로써, 예를 들어 BVi, j, k 같은 방식으로 

특정 화소의 밝기값을 식별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n개의 밴드

들은 모두 서로 기하학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밴드 1의 3

번째 열, 3번째 행(BV3,3,1)에 교차로가 존재한다면 네 번째 밴

드의 동일한 열과 행의 좌표(BV3,3,4)에도 그 교차로가 위치해야 

한다.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에서는 밝기값(BV )이 실질적으로 빛을 

흡수하는 은이나 특정 지역에 축적된 염료의 농도(D)를 나타낸

다. 양화 또는 음화의 농도는 농도계(densitometer)를 이용하여 

측정된다. 농도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는 평상형

과 드럼형 극소농도계(microdensitometer), 비디오 농도계, 그리

고 선형 또는 면형배열 CCD(charge-coupled-device) 농도계가 

있다.

극소농도계를 이용한 디지털 변환

일반적인 평상형 극소농도계의 특징은 그림 2-2와 같다. 이 기구

는 양화 또는 음화의 농도 특성을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크기까

지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극소농도계라는 용어로 불

린다. 기본적으로 일정량의 빛이 광원으로부터 수신되는 쪽으

로 보내진다. 빛이 필름의 매우 조밀한 부분에 부딪히게 되면 

매우 적은 양의 빛이 투과되고 필름의 투명한 부분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빛이 투과될 것이다. 농도계는 사진의 각 i, j위

치에서의 투과도, 불투명도, 농도에 관한 특성을 산출해 낼 수 

있다. 현상된 필름의 일부분이 빛을 투과시키는 능력을 투과도

(τi, j)라고 부른다. 필름의 밝은 부분에는 입사광의 거의 100%가 

투과하는 반면 어두운 부분에서는 빛이 투과하지 않는다. 따라

서 사진의 위치 (i, j)에서의 투과도는 다음과 같다.

	 τi, j〓
필름을 통과하는 빛

전체 입사광
 (2.1)

필름 일부분의 불투명도와 투과도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

다. 필름에서 아주 불투명한 부분은 빛이 잘 투과하지 않으며, 

불투명도(Oi, j)는 투과도의 역수이다.

  (2.2)

투과도와 불투명도는 현상된 음화의 특정 부분의 암도를 측정

하는 좋은 척도이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인간의 시각 인지 

시스템은 빛의 자극에 대해서 선형적이 아니라 대수적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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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디지털 원격탐사 자료는 행렬로 저장된다. 화소 밝기값(BV)은 다중분광, 초분광 데이터셋의 열 i, 행 j, 밴드 k에 위치해 있다. 디지털 원격탐사의 밝

기값은 보통 0~255의 값을 갖는 8비트의 형태로 저장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영상 스캐닝 시스템이나 원격탐사 시스템에서는 10, 11, 12비트 자료를 수집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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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변환의 기준으

로서 보편적으로 불투명도에 상용로그를 취한 농도(Di, j)를 사

용한다. 

  (2.3)

10%의 빛이 i, j에 위치한 특정한 영역에서 필름을 투과한다면 

투과도는 1/10, 불투명도는 1/0.10 또는 10, 농도는 10에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인 1.0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농도계의 수신기에 의해 측정된 빛의 총량

은 보통 디지털 밝기값(BVi, j, k )으로 변환되는데, 여기서 i, j, k

는 사진에서 i번째 열, j번째 행, k번째 밴드에서의 위치를 의미

한다. 각 라인의 스캔이 마무리되면 광원은 이전에 스캔한 라

인과 연속되고 평형을 이루게끔 y축 방향으로 임의의 ∆y만큼 

이동한다. 광원이 영상을 가로질러 스캔함에 따라 수신기로부

터 나온 연속적인 결과물은 일련의 화소단위 방식의 불연속적

인 숫자값들로 변환된다. 이러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

환과정은 보통 0~255 사이의 값을 가지는 8비트로 기록되는 값

들의 행렬을 산출한다. 이 자료들은 나중에 분석할 때 사용하

기 위해 디스크나 테이프에 저장된다. 

표 2-1은 다양한 축척의 항공사진이나 영상에 있어서 

DPI(dots-per-inch)나 mm(마이크로미터)로 측정된 디지타이저 

스캐닝 크기(IFOV)와 화소 단위의 지상 해상도 사이의 상관관

계를 요약해서 보여 준다. DPI와 mm 간의 상호 변환 알고리듬 

또한 제공된다. 크기가 12mm보다 작은 점에서의 영상을 스캔

할 때 그 점이 필름의 활로겐화은 결정의 크기에 육박하기 때문

에 스캔 결과 영상에 잡음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단순한 흑백 사진은 단 하나의 밴드(k〓1)를 갖는다. 하지

만 우리는 컬러 사진을 스캔하고자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에는 필름의 각 염료층에 의해 투과된 빛의 총량을 측정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세 종류의 필터를 사용한다(그림 2-2). 음

화와 양화는 세 번에 걸쳐(k〓1, 2, 3) 매번 다른 필터가 스캔 

과정에 적용된다. 이것은 컬러 혹은 컬러-적외선 항공사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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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평상형 극소농도계의 개요. 하드카피 형태의 원격탐사 영상(일반적으로 양화)은 평상의 표면에 위치한다. 지름 10mm 정도의 작은 광원이 기계장치

에 의해 평면의 영상을 x방향으로 가로질러 일정량의 빛을 방사하면서 움직인다. 영상의 반대편에서 수신기는 투과되는 에너지의 총량을 측정한다. 한 라인의 

스캔이 마무리되면 광원과 수신기는 이전에 스캔한 라인과 연속되고 평형을 이루게끔 y축 방향으로 ∆y만큼 이동한다. 각각의 스캔라인을 따라 수신기에 의해 

감지된 에너지의 총량은 결국엔 전자적인 신호로부터 아날로그-디지털(A-D) 변환을 통해 디지털값으로 변환된다. 이런 식으로 전체 영상이 스캔되면 디지털 

영상처리를 위해 사용가능한 밝기값 행렬(2차원 배열)이 만들어진다. 만약 영상이 반드시 스캔되어야 하는 다중 염료층을 가지고 있다면 컬러 필터 장치가 이

용되기도 한다. 이때 영상은 청색, 녹색, 적색 요소들 각각을 분리해 내기 위해 세 번에 걸쳐 각각 다른 필터에 의해 스캔된다. 만들어진 3개의 행렬은 거의 완

벽하게 일치해야 하며 이것이 다중분광 디지털 데이터셋을 나타낸다(Jensen and Jense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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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견된 각각의 염료층으로부터 분광정보를 추출하여 공동

등록1된 세 밴드로 구성된 디지털 데이터셋을 생성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영상은 이후 일련의 영상처리에 사용된다. 

드럼회전형 광학(rotating-drum optical-mechanical) 스캐너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스캔 작업을 수행한다(그림 2-3). 필름 양

화는 유리로 된 회전형 드럼에 올려지는데 이는 드럼의 둘레의 

한 부분을 형성하며, 광원은 드럼의 안쪽에 위치하게 된다. y축

1 역주：밴드 사이의 동일한 기하를 뜻하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각 밴드의 동일한 

열과 행에는 같은 구조물(예：교차로)이 위치한다. 

으로의 스캔은 드럼의 회전에 의해 이루어진다. x축은 드럼이 

회전할 때마다 광원을 받아들이는 렌즈가 점진적으로 이동함

에 따라 수집된다.

평판형 및 드럼회전형 극소농도계는 지도와 영상의 가장 정

확한 래스터 디지털 변환 결과를 만들어 낸다. 극소농도계는 

소프트카피 사진측량과 같이 매우 정밀한 표준을 수행하는 실

험실이나 높은 품질의 래스터 디지털화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

는 서비스 회사들이 종종 보유하고 있다. 

표 2-1 DPI 또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측정된 스캐너의 순간시야각(IFOV)과 다양한 축척의 사진에서의 화소 해상도 간의 관계

스캐너 감지기의 순간시야각 다양한 축척의 사진에서의 화소 해상도(m)

DPI 마이크로미터(mm) 1：40,000 1：20,000 1：9,600 1：4,800 1：2,400 1：1,200

100 254.00 10.16 5.08 2.44 1.22 0.61  0.30

200 127.00  5.08 2.54 1.22 0.61 0.30  0.15

300  84.67  3.39 1.69 0.81 0.41 0.20  0.10

400  63.50  2.54 1.27 0.61 0.30 0.15  0.08

500  50.80  2.03 1.02 0.49 0.24 0.12  0.06

600  42.34  1.69 0.85 0.41 0.20 0.10  0.05

700  36.29  1.45 0.73 0.35 0.17 0.09  0.04

800  31.75  1.27 0.64 0.30 0.15 0.08  0.04

900  28.23  1.13 0.56 0.27 0.14 0.07  0.03

1,000  25.40  1.02 0.51 0.24 0.12 0.06  0.03

1,200  21.17  0.85 0.42 0.20 0.10 0.05  0.03

1,500  16.94  0.67 0.34 0.16 0.08 0.04  0.02

2,000  12.70  0.51 0.25 0.12 0.06 0.03  0.02

3,000   8.47  0.33 0.17 0.08 0.04 0.02  0.01

4,000   6.35  0.25 0.13 0.06 0.03 0.02 0.008

유용한 변환식

DPI〓dots per inch, mm〓마이크로미터, I〓인치, M〓미터
DPI에서 마이크로미터로：mm〓(2.54/DPI)10,000
마이크로미터에서 DPI로：DPI〓(2.54/mm)10,000
인치에서 미터로：M〓I×0.0254
미터에서 인치로：I〓M×39.37

화소 지상 해상도 계산

PM〓화소 크기(m), PF〓화소 크기(ft.), S〓사진 또는 지도 축척
DPI 사용：PM〓(S/DPI)/39.37    PF〓(S/DPI)/12
마이크로미터 사용：PM〓(S×mm) 0.000001PF〓(S×mm) 0.00000328
예를 들어, 만약 1：6,000 축척의 항공사진을 500DPI로 스캔한다면 화소 크기는 화소당 (6,000/500)/39.37〓0.3048미터(m), 혹은 (6,000/500)/12〓1.0피트(ft.)가 
될 것이다. 만약 1：9,600 축척의 항공사진을 50.8mm에서 스캔한다면 화소 크기는 (9,600×50.8)×(0.000001)〓0.49미터(m), 혹은 (9,600×50.8)×(0.00000328)
〓1.6피트(ft.)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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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를 이용한 디지털 변환

하드카피 영상을 비디오카메라로 찍은 후, 국가텔레비전시스

템위원회(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 NTSC)에 의해 

확립된 표준시야각 내에 있는 525행×512열 자료에 대한 아날

로그-디지털 변환을 수행할 수 있다. 비디오를 이용한 디지털 

변환은 아날로그 비디오카메라의 한 프레임을 동결하여 스캔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비디오 입력 프레임은 대략 1/60초 

만에 읽힐 수 있다. 프레임 입수기(frame grabber)로 알려진 고속

의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는 자료를 스캔하면서 그것을 프레

임 버퍼 기억장치에 저장한다. 그런 다음 기억장치는 주 컴퓨터

에 의해 읽히고 디지털 정보는 디스크나 테이프에 저장된다.

비디오를 이용해 하드카피 영상을 디지털 변환하는 것은 매

우 고속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디지털 영상처리에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양한 비디오카메라 사이의 방사민감도 차이

̻̻ 스캔되는 영상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윤곽이 흐려지는

(즉 빛이 감소하는) 현상

이러한 특징들은 영상으로부터 추출되는 스펙트럼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비디콘 광학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기

하학적인 왜곡현상이 디지털 원격탐사 자료로 전달되게 되는

데, 이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스캔된 인접 영상들의 경계를 맞

추는 것이 어렵다. 

선형 및 면형배열 CCD를 이용한 디지털 변환

개인 컴퓨터 산업의 발달은 하드카피 음화나 인쇄물 또는 투명

필름을 인치당 50~6,000화소로 스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선

형배열 CCD를 기반으로 한 평상형 및 데스크탑형 선형배열 스

캐너의 발달을 촉진했다(그림 2-4a~c). 하드카피 사진은 유리 

위에 놓이며, 스캐너의 광학시스템은 일정량의 빛으로 한 번에 

하드카피 사진의 전체 라인을 조명한다. 선형으로 배열된 탐지

기들은 배열을 따라 위치한 사진에 의해 반사 또는 투과된 빛

의 총량을 기록하고 아날로그-디지털 변환을 수행한다. 선형배

열은 y축 방향으로 옮겨지고, 또 다른 라인의 자료가 스캔된다. 

현재 데스크탑형의 컬러 스캐너를 20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수의 디지털 영상처리 연구소가 하드카피 

원격탐사 자료를 디지털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해 이러한 저가

형 데스크탑 스캐너를 사용한다. 데스크탑형 스캐너들은 흑백 

영상을 스캔할 때 놀라울 정도의 공간 정확도를 제공한다. 스

캔하고자 하는 양화지에 역광조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추가적

으로 ‘transilluminator’를 구매할 수도 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

분의 데스크탑형 스캐너는 8.5×14in.에 맞추어 설계되었는데 

대부분의 항공사진은 9×9in.다. 유사하게 대부분의 하드카피 

지도는 8.5×14in.보다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분석가는 9×9in. 

영상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예：8.5×9in.와 0.5×9in.) 스캔한 

다음에 두 조각을 디지털 방식으로 합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합

치는 과정에서 방사 및 기하학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모자이킹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품질 좋고 큰 사

이즈의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이 선호된다. 좋은 품질의 12×

16in.의 스캐너는 그림 2-4b에 보이고 있다. 

어떤 디지타이징 시스템은 면형 CCD 기술을 사용한다(그림 

2-4c). 이러한 시스템은 원본 양화와 음화 필름을 사각형의 연

속적인 부분이나 타일과 같은 형태로 스캔한다. 이때 각 타일 

지역에 존재하는 불규칙적인 조명 상태를 조율하기 위하여 방

 

 

수신기

x축 (j행)

y축
 (
i열

)
드럼 내부의 광원

드럼회전형 광학 극소농도계의 특성

R

G B

필터 휠(컬러 지도나 사진을
스캔할 때 사용하는
적색, 녹색, 청색)

드럼 둘레에 놓인 
투명양화 영상

그림 2-3 드럼회전형 광학 스캐너는 원격탐사 자료가 회전하는 드럼 위에 

놓여 드럼의 둘레의 한 부분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상형 극

소농도계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 광원은 드럼 내부에 위치하며, 드럼은 

y방향으로 연속적으로 회전한다. 일부 극소농도계는 필름을 스캔할 뿐 아니

라 필름에 쓸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광원(일반적으로 광다이오드 혹은 레

이저)은 밝기값에 따라 각 화소를 노출하도록 조절된다. 이러한 것을 필름

편집기(라이터)라 부르며 상당히 괜찮은 하드카피 형태의 원격탐사 자료를 

제공한다(Jensen and Jense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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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정 알고리듬이 사용된다. 컬러 영상을 스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각 영상 구획에 스캐너가 멈춰 서서는 각 컬러 필터

(청색, 녹색, 적색)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정보를 획득하고 다

른 구획으로 이동한다. 

흑백 또는 컬러 영상을 스캔할 경우에 그림 2-5a, b에 보

인 바와 같은 특정한 그레이 스케일(Gray Scale)과 컬러 컨트

롤 패치(Color Control Patch)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

로 유용하다. US NARA(U. 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는 이러한 카드가 디지털화하고자 하는 지도나 

영상 옆에 놓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Puglia et al., 2004). 디

지털화를 수행한 후, 분석가는 그레이 스케일 또는 컬러 패치

의 백색, 회색, 흑색 부분의 적, 녹, 청(RGB) 색상값의 품질을 

컴퓨터 스크린 상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백색, 회색, 흑

색 부분의 RGB값이 목표치 범위에 존재할 경우, 디지털화가 성

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의 RGB값이 

목표치 범위 밖에 존재할 경우, 색상의 조정이 수행되어야 하고 

영상이나 지도는 RGB값이 목표치 범위에 들 때까지 다시 디지

털화되어야 한다. 

NAPP의 디지털 변환 자료

NAPP(National Aerial Photography Program)는 NHAP(National 

High Altitude Aerial Photography)의 대안으로서 시행되었다. 

NAPP의 목적은 컬러-적외선 또는 흑백필름을 이용하여 1：

40,000 축척으로 미 전역에 대해 연속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

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사진은 6in. 초점거리 카메라에 

의해 지상(AGL) 20,000ft. 상공에서 수집된다. 항공사진은 주로 

CCD

a. 

CCD

CCD

c.

12 in.

16 in.

b.

3,000 

그림 2-4 a) 3,000개의 포토사이트로 구성된 CCD 선형배열. b) 12×16in. 사이즈의 지도나 항공사진을 디지타이징할 수 있는 선형배열 CCD 기술에 기반

한 대형 평상형 스캐너. 9×9in.의 항공사진을 한 번에 디지타이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c) 면형배열 CCD 기술에 기초한 영상 스캐너(Jensen and Jense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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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로 얻어지는데 이로부터 범국가적인 영상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사우스다코타 주 수폴

스에 있는 EROS Data Center나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Aerial Photography Field Office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고해상도 NAPP 사진은 사진판독을 통해 풍부한 정보를 제

공하는데, 이것을 스캔하여 표준 투영법에 의해 보정한 후에

는 고해상도의 기본도로 사용하여 필지경계, 공공시설라인, 조

세 자료 등과 같은 다른 GIS 정보를 중첩시켜 분석할 수 있다. 

Light(1993)는 NAPP 자료를 국가 지도 정확도 표준에 맞는 디

지털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로 변환하는 최적의 방법을 요약

하였다. 15mm 크기의 측점을 이용한 극소농도계로 스캔할 경

우 원본 NAPP 사진에서 분해가능한 27lp/mm(밀리미터당 라인

쌍)의 공간해상도를 유지한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원본

의 대비에 따라 1×1m의 지상 공간해상도를 갖는 디지털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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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 그레이 스케일 카드는 흑백 사진이 스캔될 때 옆에 놓인다. 흰색점, 중간점, 검은점의 디지털 파일 내 RGB값이 표의 목표점들의 RGB값들과 최

대한 근접한 값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b) 컬러 컨트롤 패치 카드는 컬러 항공사진이 스캔될 때 그 옆에 놓인다(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Puglia et al., 2004; Jensen and Jensen, 2013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