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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classifier ensemble framework for remote sensing data classification is
presented that combines classification results generated from both different training sets and different
classifiers. A core part of the presented framework is to increase a diversity between classification
results by using both different training sets and classifiers to improve classification accuracy. First,
different training sets that have different sampling densities are generated and used as inputs for
supervised classification using different classifiers that show different discrimination capabilities. Then
several preliminary classification results are combined via a majority voting scheme to generate a final
classification result. A case study of land-cover classification using multi-temporal ENVISAT ASAR
data sets is carried out to illustrate the potential of the presented classification framework. In the case
study, nine classification results were combined that were generated by using three different training
sets and three different classifiers including maximum likelihood classifier, multi-layer perceptron
classifier, and support vector machine. The case study results showed that complementary information
on the discrimination of land-cover classes of interest would be extracted within the proposed
framework and the best classification accuracy was obtained. When comparing different combinations,
to combine any classification results where the diversity of the classifiers is not great didn’t show an
improvement of classification accuracy. Thus, it is recommended to ensure the greater diversity
between classifiers in the design of multiple classifier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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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에서는 원격탐사 자료의 분류를 목적으로 서로 다른 훈련 집단들과 분류자들로부터 생성

된분류결과들을결합하는분류틀을제안하 다. 제안분류틀의핵심부분은서로다른훈련집단과분류

자들을이용함으로써분류결과사이의다양성을증가시켜서결과적으로분류정확도를향상시키는데있다.

제안분류틀에서는우선서로다른샘플링 도를가지는서로다른훈련집단들을생성한후에, 이들을서

로 다른 구분 능력을 나타내는 분류자들의 입력 훈련 자료로 사용한다. 그리고 초기 분류 결과들에 다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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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격탐사 자료의 여러 응용 분야 중에서, 분류를 통

한 토지 피복/이용도, 식생 구분도와 같은 주제도 제작

은 가장 일반적인 응용 분야에 해당된다(Lillesan et

al., 2008). 원격탐사 자료의 분류에 의해 제작된 각종

주제도는 주제도 자체의 속성 분석과 더불어 다중 시기

주제도의 비교를 통한 변화 탐지에 직접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러한 주제도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는 각종

모델링과 같은 2차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제작된 주제

도에 필연적으로 내포된 오차는 이후 분석에 전파되어

최종분석결과에 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Burrough

and McDonnell, 1998), 신뢰성높은주제도제작은매

우중요하다.

신뢰성높은원격탐사자료기반주제도제작을위해

그동안 분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

어왔다. 이러한연구는크게자료이용측면과분류방

법 개발 측면의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우선

자료 이용 측면에서는 다양한 센서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분류에 직접적으로 활용하

여 개별 센서 자료의 이용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줄이

는방법으로, 새로운센서자료를이용하거나자료융합

(data fusion; Wald, 1999)을수행하는경우이다. 대표

적으로 초분광 상의 활용, 광학 상과 SAR 자료의

융합, 다중주파수/편파SAR 자료의융합, 원격탐사자

료와각종GIS 기반주제도의결합이이에해당한다(이

상훈, 2003; 박노욱 외, 2005; 장재동, 2006; 김용민

외, 2010; 염준호외, 2011; Lee et al., 1987; Hegarat

-Mascle et al., 1997; Solaiman et al., 1999;

Quegan et al., 2000). 두번째측면은센서자료의특

성을 반 할 수 있는 개선된 분류 방법론의 개발이다.

광학 상의경우, 다중정규분포가정하에상대적으로

적은 계산량을 요구하는 최대우도 분류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MLC)가 가장 많이 활용되

어 왔다. 이러한 모수적 방법론 이외에 자료 자체의 분

포에 대한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 비모수적 방법론으로

그동안 인공신경망, 퍼지 이론, 의사결정 트리 등과 같

은비모수분류방법론에대한개발과적용이많이수행

되어 왔다(Serpico et al., 1996; Bruzzone et al.,
1999; Bruzzone et al., 2004). 최근에는 초분광 상

자료의 분류, 다중 센서 자료의 융합 등에 support

vector machine (SVM)이많이적용되고있다(Melgani

and Bruzzone, 2004; Camps-Valls and Bruzzone,

2005).

분류에 유용한 자료를 선택하거나 고급 분류 방법론

의 개발이 개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모든경우에대해항상높은분류정확도를나타내는방

법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특정 지역의 특정 자료에

대해 분류 정확도가 높은 분류 방법론이더라도 다른 지

역의 다른 자료에서도 높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낸다고

장담할수는없다. 이는분류방법론자체만으로한정시

켰을 때, 분류 방법론 자체가 자료 특성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기때문에일반화시킬수없는것이다. 이와관련

하여 다양한 분류 방법론은 전체적인 정확도 면에서 차

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정 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특정

분류 방법론의 정확도가 더 우수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분류 방법론 A와 B가 존재한다고 할 때, 전체 정확

도는분류방법A가높다하더라도분류방법B는특정

분류 항목에서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낼 수도 있

다. 따라서다양한분류방법론을결합하여상호보완적

인 정보를 이용할 경우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킬 가능성

이높아진다.

이러한 다양한 분류 방법론의 결합은 앙상블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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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적용하여 최종 분류 결과를 얻게 된다. 다중 시기 ENVISAT ASAR 자료를 이용한 토지 피복 분류

사례 연구를 통해 제안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 다. 사례 연구에서 3개의 훈련 집단과 최대우도 분

류자, 다층퍼셉트론분류자, support vector machine 등과같은 3개의분류자를이용한 9개의분류결과

를 결합하 다. 사례 연구 결과, 제안 분류 틀 안에서 토지 피복 구분에 관한 상호 보완적인 정보의 이용이

가능해져서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서로 다른 결합들을 비교하 을 때, 다양성이 크지 않은

분류결과들을결합한경우에는분류정확도의향상이나타나지않았다. 따라서다중분류시스템의설계시

분류자들의다양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함을확인할수있었다.



(ensemble combination) 혹은 다중 분류자 시스템

(multiple classifier system: MCS)로불리며, 이와관

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Polikar, 2006). 대

표적인앙상블결합방법론으로는배깅(bagging), 부스

팅(boosting)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random

forests(RF) 기법이적용되었다(Giacinto et al., 2000;
Briem et al., 2002; Gislason et al., 2006; Waske

and Braun, 2009). 또한 MCS에서는 베이지안 결합,

다수결 규칙(majority voting) 등의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었다(Kuncheva, 2004).

앙상블결합이나MCS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다중

분류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서로 유사한 분류

양상을 나타내는 분류자를 결합할 경우에 오분류 양상

을 변화시킬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분

류 정확도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분류자의 다양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분류 정확도가 높

은분류자를결합하는방식이아니라서로다른분류정

확도를 나타내는 분류 방법론의 결합이 주를 이루었다

(Giacinto et al., 2000; Petrakos et al., 2001).
이 연구에서는 다중 분류자의 결합과 관련하여 훈련

집단의 임의 선택과 다중 분류자를 결합하는 분류의 틀

을 제안하 다. 기존 연구와 차별되게 서로 다른 훈련

집단을 사용하고, 동시에 모수적/비모수적 분류 방법론

을 적용함으로써 초기 분류 결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하 다. 결합방식에는다수결규칙을적용하 는데,

이 때 중립적인 결과를 나타낼 경우에는 사후 확률로부

터 불확실성 지수를 정의하여 최종 분류 결과를 도출하

다. 또한분류방법론들사이의다양성을상관계수를

통해 정량화하여 서로 다른 분류 방법들의 상호 연관성

이 최종 결합 결과에 미치는 향을 정량적으로 살펴보

았다. 시범적으로 다중 시기 ENVISAT ASAR 자료를

이용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제안 방법론의 적용가능성과

적용시유의점을예시하 다.

2. 제안분류방법론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원격탐사 자료 분류 방법론은

초기분류결과들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해두가지방

법론을 이용한다. 우선 훈련 집단을 구분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러 개의 분류자들을 적용함으로써 분류 방

법론별로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 다

(Fig. 1).

Fig. 1(a)는훈련집단의부분사용에따른다양성확

보와관련된개념도를나타내고있다. 단일훈련집단을

사용하는것이아니라, 여러개의훈련집단을사용함으

로써 단일 분류자를 사용하더라도 결정 경계(decision

boundary)가달라질수있다. 이렇게다양한훈련집단

의 사용에 따라 생성되는 여러 결정 경계를 효과적으로

결합한다면 특정 훈련 집단에 대한 over-fitting을 방

지할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일반화된 분류 정확도의 향

상을기대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전술한훈련집단의부분사용과더불

어 여러 개의 분류자들을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결정 경

계를 가지는 분류 결과들을 일차적으로 생성한 후에 이

들을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Fig. 1b). 훈련 집단

의 다양성 확보 방안으로 부트스트랩 샘플을 생성하거

나 k-fold 교차 검증을 통한 k개의 훈련 집단 생성 등

다양한방법들이존재하는데, 이연구에서는원훈련집

단의 일부를 샘플링하는 방식을 차용하 다. 시범적으

로 전체 훈련 집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75%를 사

용하는 경우, 50%를 사용하는 경우, 총 3가지 경우를

고려하 다. 그리고 분류자로는 원격탐사 자료의 분류

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수적 분류 방법론인 MLC, 비

모수적 방법론으로 다층 퍼셉트론 인공 신경망(multi-

layer perceptron: MLP)과 SVM을 적용하 다. MLC

와 같은 모수적 방법론은 훈련 집단으로부터 평균과 공

분산과 같은 통계값을 계산하여 이를 포함하는 결정식

을이용하기때문에훈련집단의제한사용에따라서로

다른 분류 결과를 낼 수 있다. 또한 MLP와 SVM의 경

우 비모수적 방법론이지만 훈련 집단의 제한 사용에 따

라 은닉층에서의 뉴론 개수나 커널 파라미터 등이 달라

져서 다른 분류 결과가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3개의

훈련 집단, 3개의 분류자를 교차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총9개의초기분류결과들을얻게된다. 이

러한 초기 분류 결과들을 대상으로 다수결 규칙을 적용

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분류 항목을 최종 분류 결과

로할당하 다. 이때서로동일한표를얻는분류항목

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분류의 불확실성을 지수로 사용

하여 불확실성 지수가 낮은 분류자의 분류 결과로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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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목을할당하 다. 이연구에서고려하고있는분

류방법론들은후처리를통해분류항목별로일종의사

후확률들을얻을수있기때문에이러한사후확률들로

부터 불확실성 지수를 정의하여 사용하 다. 만약 특정

분류자에서 혼재가 나타나지 않고 확실하게 분류가 수

행된다면, 확실하게 분류 항목을 할당할 때의 그 분류

항목의사후확률은 1에가까운값을가지게된다. 반면

혼재가두드러질경우, k개의분류항목을고려할때사

후확률들은 1/k근방의값을가지게된다. 따라서이러

한관계를고려하여식(1)과같이불확실성지수를정의

하 는데, k개의 사후 확률 Pm이 주어졌을 때 i번째 분

류 결과의 불확실성 지수 ui는 식 (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확실하게분류가이루어질경우에불확실성지수

는 1을, 혼재가 두드러질 경우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ui = 1 _ [1 _ max(p1, p2, …, pk)]/[(k
_ 1)/k] (1)

그리고다양한분류결과의결합과관련하여개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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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ombination of classifiers that are trained on different subsets of the training data. In this case, one classifier is used for
preliminary classification (modified from Polikar(2006)). Black circles, squares, and triangles are training sets that are used for
classification. A schematic diagram of the proposed scheme in this paper that combines m classifiers that are trained on the
different n training data sets is shown in (b).

(b)

(a)



류결과 사이의 다양성을 살펴보기 위해 식 (2)의 상관

계수를 이용하여 해석에 사용하 다. Table 1과 같이 2

개의 분류 결과에 대해 이진 통계 분할표가 주어졌다고

할 때, 상관 계수 r는 식 (2)로 정의된다(Kuncheva,

2004).

r =   (2)

상관계수는1에가까울수록2개의분류결과사이의

유사도가 큼을 나타내고, 0에 가까울수록 다양성이 큼

을의미한다.

3. 사례연구

1) 사용 자료

제안기법의적용성평가를위해시범적으로다중시

기 SAR 자료에 대한 분류 사례 연구를 수행하 다. 사

례 연구에는 충청남도 당진 지역을 대상으로 2005년 3

월부터 10월까지 촬 된 7개의 시계열 ENVISAT

ASAR 자료를 이용하 다(Fig. 2, Table 2). 다중 시기

SAR 자료를 이용하는 분류는 고려하고 있는 기간내에

토지 피복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후방 산란계수의 시

계열 변화 분석을 통해 자연 피복물과 인공 피복물들을

구분하는 방법론에 해당한다(박노욱 외, 2005).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안 방법론은 다중 시기 SAR 자료의 분

류뿐만아니라, 광학 상을이용한분류에도적용이가

능하며이연구에서는시범적으로다중시기SAR 자료

를이용하 다는점이다.

원시 SLC 포맷의 SAR 자료의 전처리 과정으로

multi-looking, 상간정합, 스페클잡음의제거를위

한 시계열 필터링(De Grandi et al., 1997) 및 좌표 등

록 등을 수행하여 공간 해상도는 25 m의 시계열 후방

산란계수를 얻었다. 연구 대상 지역에는 논, 밭, 산림,

수계, 도심지 등 총 5개의 토지 피복 항목이 존재하며,

훈련 집단과 검증 집단은 유사 시기에 촬 된 고해상도

광학 상과현장조사를통해수집하 다. 연구지역의

총 1452 지점에서 획득된 훈련 집단을 100% 사용

(training #1), 75% 사용(training #2) 및 50% 사용

(training #3)의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류 과정에

사용하 으며, 검증 집단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사용

f11 f12
_ f21 f22

(f11 + f12)(f21 + f22)(f11 + f21)(f12 + f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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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verage backscattering coefficient imagery of 7
ENVSIAT ASAR scenes.

Table 2.  Multi-temporal ENVISAT ASAR data sets used in the
case study

Date(year.mm.dd) Mode Polarization

2005.03.20

2005.04.24

2005.05.29 Descending IS2

2005.07.03 (incidence angle: VV

2005.08.07 23˚)

2005.09.11

2005.10.16

Date(year.mm.dd) Mode Polarization

Table 1.  Definition of matrix elements for computing and in
equations (2) and (3)

Classification 2
Correct IncorrectClassification 1

Correct f11 f12

Incorrect f21 f22

Classification 2
Correct IncorrectClassification 1

Table 3.  The pixel number of training sub-sets and validation set

Set Training Training Training Validation
Classes set #1 set #2 set #3 set

Paddy fields 940 705 470 489

Dry fields 182 137 91 154

Forest 136 102 68 91

Water 81 61 41 53

Urban 113 85 57 119

Sum 1452 1090 727 906

Set Training Training Training Validation
Classes set #1 set #2 set #3 set



하 다(Table 3).

2) 적용 결과

Table 3의 3가지 훈련집단에 적용할 분류 방법론으

로 MLC, MLP 및 SVM을 적용하 다. MLP의 적용에

서입력노드의개수는입력ENVISAT 자료의개수인7

개로, 출력노드의개수는이연구에서고려하는분류항

목의개수인5개로설정하 다. 그리고은닉층에서의뉴

론의개수는훈련집단의교차검증을통해최소오차를

나타내는 개수로 선정하 다. SVM의 적용에는 RBF

(radial basis function) 커널을 이용하 으며, RBF 커

널의형태를결정하는 g와오분류와여백크기사이의기

여도를 결정하는 정규화 파라미터 C 등 분류 정확도에

향을미치는2개의파라미터는교차검증및일정범위

내의그리드탐색(Chang and Lin, 2011)을통해최적의

값을 결정하여 분류에 이용하 다. 또한 3가지 분류 방

법론에 의한 분류 결과와 더불어 생성되는 사후 확률들

은식(1)에정의한불확실성지수계산에사용하 다.

Table 4는3가지훈련집단을이용한분류결과와이

들을결합한분류결과에대한분류정확도통계값을나

타내고 있다. 분류 정확도 통계값으로 전체 정확도, 카

파 계수, 평균 정확도 및 분류 항목별 사용자 정확도를

계산하여 비교에 이용하 다. 우선 MLC의 경우, 훈련

집단의 도가 감소할수록 전체 정확도는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방법론 자체가 훈련 집단으로부

터평균및공분산행렬을구성하기때문에소수의훈련

집단의 이용에 따른 통계값의 변화로 분류 정확도가 감

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비모수적 방법론인 SVM

은훈련집단의 도변화에분류정확도가크게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LP의 경우에도 훈련 집단을

모두 사용하 을 때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고, 나머지에

서는유사하게나타났다. 이러한훈련집단의 도변화

에 대한 비모수적 방법론의 작은 민감도는 개별 방법론

을 사용할 때에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 다중 분류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결합 과정에서 중복된 정보 제공으

로인해분류정확도의많은향상을가져오지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 분류 항목별 정확도를 살펴보면, 최

대 정확도를 나타내는 분류 항목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

서, 분류 항목별 서로 다른 정확도를 나타내는 분류 방

법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경우 분류 정확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대로 제안 방법론이 가장

높은분류정확도를나타내었으며, 훈련집단을모두사

용하는 경우에 비해 최대 6% 포인트의 전체 정확도의

향상을나타내었다. 또한개별분류항목별분류정확도

는 논 항목에서 MLC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수계 항목

에서 SVM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안 기

법은 혼재가 두드러지는 밭, 산림 및 도심 항목에서 가

장높은분류정확도를나타내었다. 분량관계로논문에

제시하지않았지만실제오차행렬을살펴보면, MLC의

상대적으로 높은 논 항목에서의 분류 정확도는 분류 결

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논 항목만을 올바르게 분류

하면서 상전체에서논항목을다른분류방법론에비

해 작게 추정하는 양상에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제안기법은논항목을올바르게분류한경우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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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assification accuracy statistics. Best classification accuracy is highlighted in boldface

Statistics Overall Kappa Average Class-wise accuracy (%)

Method accuracy coeff. accuracy Paddy fields Dry fields Forest Water Urban

MLC 67.80 0.508 57.58 91.00 41.11 43.94 62.50 49.37

Training #1 MLP 68.32 0.480 64.22 78.32 38.86 45.71 85.71 72.50

SVM 66.78 0.433 63.01 72.73 40.31 46.03 93.18 62.79

MLC 66.23 0.500 56.70 90.28 42.37 35.17 70.00 45.65

Training #2 MLP 66.89 0.451 63.83 77.13 34.50 44.00 91.11 72.41

SVM 66.99 0.439 63.77 73.56 37.50 45.12 89.13 73.53

MLC 63.91 0.471 53.13 91.04 39.07 30.46 63.89 41.18

Training #3 MLP 66.78 0.427 62.83 71.25 40.00 44.16 88.37 70.37

SVM 66.45 0.431 61.23 73.79 33.94 41.18 91.30 65.91

Proposed 72.30 0.545 69.62 78.97 48.84 51.04 91.49 77.78

Statistics Overall Kappa Average Class-wise accuracy (%)

Method accuracy coeff. accuracy Paddy fields Dry fields Forest Water Urban

72.30 0.545 69.62

91.04

48.84 51.04

93.18

77.78



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수계 항목의 경우, 다른 분류 항

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를 차지하는 향에 따라 실

제 수계 항목을 올바르게 분류한 개수가 다소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계로 분류된 경우가 조금 많아져서 분류 정

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구 지역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논 역의 향으로

정확도가 과추정될 소지가 있어서 분류 항목별 분류 정

확도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에서도 제안 기

법이가장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Table 4에 제시한 것처럼 제안 기법이 가장 높은 분

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분류 정확도의 차이

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지를판단하기위해전체정확도

에대한McNemar 테스트(Foody, 2004)를수행하 다.

Table 1의이진통계분할표를기반으로McNemar 테스

트는식(3)의표준정규통계값을계산하여수행한다.

z =   (3)

z의 절대값이 1.96 및 2.58 보다 각각 크게 나오면 2

개의 분류 결과의 전체 정확도는 유의수준 5%, 1%에서

각각유의미한차이가있다고간주할수있다.

McNemar 테스트 결과(Table 5), 제안 기법은 모든

분류 결과와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전체 정확도의

차이를 나타내어 제안 기법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9개의분류결과들사이에서는일부를제외하고는전

체정확도의차이가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Table 5에제시한것처럼유의미하지않은차이를가

지는 분류 결과들을 결합하여 분류 정확도의 향상이 나

타났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식 (2)에 제시

한 분류 결과들 사이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상관 계수를

계산하 다. 우선분류에사용한훈련집단에대한상관

계수를 살펴보면(Table 6a), MLC는 3가지 서로 다른

훈련 집단에서 모두 MLP와 SVM와의 다양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MLP와 SVM는 서로 유사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검증집단에대한상관계수도유사한

양상을나타내었다(Table 6b). 실제9개의서로다른분

류결과들을결합하 을때에, 전체 906개의검증집단

중에서 약 6%인 52개 위치에서 특정 분류 항목이 과반

수인5표미만을얻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분류결

과들 사이에서 확실하게 분류 항목이 가능하지 않은 지

점을의미한다. 이들위치에서논항목의경우에는대부

분 논 항목의 분류 정확도가 높았던 MLC가 가장 작은

불확실성지수를나타내어MLC의분류결과로최종분

류결과가할당되었다. 또한혼재가두드러졌던밭과산

림 항목의 경우에는 낮은 불확실성 지수를 나타내는 분

류결과가다양하게나타났지만SVM의분류결과로할

당된경우가상대적으로많았다. 반면도심지역의경우

에는 가장 높은 분류정확도를 나타내었던 MLP가 가장

낮은불확실성지수를나타낸경우가많아서MLP의분

류결과로최종분류결과가할당되었다. 이러한결과들

을종합하면, 단일방법론을적용할경우불확실성지수

가 높더라도 특정 분류 항목으로 할당되어 오분류될 가

능성이 높지만 여러 분류 결과들을 함께 고려할 경우,

특정 분류 항목으로의 일방적인 할당 효과가 감소되고

최종 분류 항목 할당 과정에 불확실성 지수가 고려됨으

f12
_ f21

f12 + f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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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cNemar test results between classifiers for the comparison of overall accuracy. Any classifiers which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verall accuracy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and 1% are shown in the bold and the shaded bold
cells, respectively

Training #1 Training #2 Training #3 Proposed

MLP SVM MLC MLP SVM MLC MLP SVM

MLC 1.45 0.38 2.94 0.45 0.53 0.00 0.36 0.15 4.42

Training #1 MLP 1.78 3.00 2.03 1.50 1.46 1.48 2.21 4.81

SVM 1.92 0.12 0.27 0.38 0.00 0.37 5.74

MLC 2.00 2.08 2.07 1.89 1.72 5.90

Training #2 MLP 0.13 0.45 0.12 0.58 6.38

SVM 0.52 0.25 0.73 6.20

MLC 0.37 0.15 4.42

Training #3 MLP 0.47 5.81

SVM 6.68

Training #1 Training #2 Training #3
Proposed

MLP SVM MLC MLP SVM MLC MLP SVM

2.94

3.00

4.42

4.81

5.74

5.90

6.38

6.20

4.42

5.81

6.68



로써분류정확도의향상을가져온것으로판단된다.

부가적으로 분류 결과들의 다양성이 결합에 따른 분

류 정확도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해 추가

실험을 수행하 다. 우선 분류 방법론들 사이의 다양성

의 차이가 분류 정확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위해

3개의 분류 방법론에 대해 2개씩만 적용하는 총 3가지

경우를우선고려하 다. 이경우결합규칙에사용되는

분류 결과는 총 6개가 된다. 그리고 분류 방법론 3개를

모두사용하면서훈련집단의 도차이에따른분류정

확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3개의 훈련 집단별 분류 결

과 3가지를 고려하 다. 마지막으로 분류 방법론은 1개

로고정하면서훈련집단의 도차이에따른결과를살

펴보는3가지를대상으로실험을수행하 다.

이러한 다양한 조합에 따른 분류 정확도 통계값은

Fig. 3에제시하 다. 우선분류방법론의서로다른조

합을 고려한 경우에서는 모든 분류 결과를 조합하는 경

우에 비해 낮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McNemar 테스트 결과 전체 정확도는 모든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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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ccuracy statistics for various combinations of multiple classification results. The figure in parenthesis refers to the number of
classification results used for combination.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ree classifiers. (a) for three training data sets, (b) for the validation set

(a)

Training #1 Training #2 Training #3

MLP SVM MLP SVM MLP SVM

MLC 0.54 0.49 0.51 0.49 0.46 0.50

MLP 0.80 0.83 0.90

(b)

Training #1 Training #2 Training #3

MLP SVM MLC MLP SVM MLC MLP SVM

MLC 0.54 0.56 0.88 0.55 0.56 0.80 0.53 0.56

Training #1 MLP 0.84 0.56 0.90 0.84 0.58 0.77 0.85

SVM 0.55 0.84 0.87 0.56 0.77 0.83

MLC 0.55 0.56 0.75 0.54 0.57

Training #2 MLP 0.85 0.56 0.82 0.88

SVM 0.56 0.84 0.88

Training #3
MLC 0.77 0.57

MLP 0.90

(a)

Training #1 Training #2 Training #3

MLP SVM MLP SVM MLP SVM

(b)

Training #1 Training #2 Training #3

MLP SVM MLC MLP SVM MLC MLP SVM



들을 조합하는 경우와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LC를 포함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유사도

가 상대적으로 높은 MLP와 SVM을 결합하는 경우가

가장 낮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MLP와

SVM만을결합하는경우가다른결합경우에비해과반

수 미만의 선택을 받은 위치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

는이2개의개별분류결과의오분류를수정할수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작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6에서살펴본것처럼분류방법론사이의다양성

이높지않은경우개별적으로높은분류정확도를나타

내더라도 결합에 따른 분류 정확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류 방법론들 사이의 다양성

이 다중 분류자의 결합에 향을 미치므로 결합 과정에

서 이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분류 방법론으로 3개

를모두고려하면서훈련집단의 도차이에따른분류

정확도를 살펴보면, 전체 정확도는 서로 유사했으며 카

파 계수에서 가장 적은 훈련 집단의 도를 나타내는

training #3을이용한경우가다소낮게나타났으나큰

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이는훈련집단의 도에따른

변화만을 고려할 경우 결합 과정에서 서로 엇갈리는 분

류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개선하는 효과가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작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훈련 집단

의 도변화에따른효과가상대적으로작더라도, 서로

다른 분류 결과들의 조합과 결합할 경우에는 함께 향

을 미쳐서 분류 결과의 정확도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

다. 마지막으로 1개의 분류 결과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도의 훈련 집단을 사용한 결과를 조합하더

라도 training #1을 사용한 결과와 거의 유사하거나 떨

어지는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조합

하면, 이 연구에서는 훈련 집단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

른 분류 결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분류 방법론의 이용

이결합에따른분류정확도의향상을나타내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유사도가 떨어지는 분류 방법론의 이용

이필수적임을확인할수있었다.

4. 결론

원격탐사 자료의 분류를 목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

양한훈련집단과분류방법론을사용하여초기분류결

과를도출한후에이를결합하는일종의결정수준융합

방법론을 제안하 다. 제안 방법론에서는 서로 다른

도를 나타내는 훈련 집단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3개

의 분류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초기 분류 결과들의 다

양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 제안 방법론은 기존 배깅,

부스팅, RF와같이특정분류방법론(예, 의사결정트리)

을 기본 분류자로 사용하면서 훈련 집단과 입력 특징의

샘플링을 통해 다양한 분류 결과를 생성하는 방법과 비

교하 을때, 서로다른분류방법론을사용하는점에서

차이점이있다.

다중 시기 ENVISAT ASAR 자료를 이용한 사례 연

구를 통해, 제안 방법론이 분류 결과의 다양성 확보에

따른 상호 보완적인 정보 이용이 가능해져서 개별 분류

결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류 정확도의 향상

을나타내었다. 특히사례연구의자료의경우에는서로

다른분류방법론의사용이더크게 향을미치는것으

로나타났다. 즉다중분류자의결합과정에서유사도가

높은 분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분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오분류의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류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3개의 서로 다른 훈련 집

단,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MLC, MLP 및 SVM와

같은 3개의 분류 방법론을 적용하 는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훈련 집단의 사용, 다른 분류 방법론의 적용 및

결합에 사용하는 초기 분류 결과들의 개수의 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광학 상에의 적용, 훈

련 집단, 분류 방법론의 변화 이외에 입력 특징들의 선

택적 사용 결과를 결합한 경우도 고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도 이 논문에서 논의한 것처럼 다중 분류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분류 정확도 향상에 중요하게

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사사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과제번호:

PJ007745032012)의지원에의해이루어졌습니다.

Classification of Remote Sensing Data using Random Selection of Training Data and Multiple Classifiers

–497–



참고문헌

김용민, 박완용, 어양담, 김용일, 2010. 다중센서와GIS

자료를 이용한 접근불능지역의 토지피복 분류,

한국측량학회지, 28(5): 493-504.

박노욱, 이훈열, 지광훈, 2005. 다중 시기 SAR 자료를

이용한 토지 피복 구분을 위한 특징 추출과 융

합, 대한원격탐사학회지, 21(2): 145-162.

염준호, 이정호, 김덕진, 김용일, 2011. IKONOS와

AIRSAR 상을이용한계층적토지피복분류,

대한원격탐사학회지, 27(4): 435-444.

이상훈, 2003. 퍼지 클래스 벡터를 이용하는 다중센서

융합에 의한 무감독 상분류, 대한원격탐사학

회지, 19(4): 329-339.

장재동, 2006. 다중분광 상과 LIDAR자료를 이용한

농업지역 토지피복 분류, 대한원격탐사학회지,

22(2): 101-110.

Briem, G.J., J.A. Benediktsson, and J.R. Sveinsson,

2002. Multiple classifiers applied to

multisource remote sensing data,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40(10): 2291-2299.

Bruzzone, L., D.F. Prieto, and S.B. Serpico, 1999. A

neural-statistical approach to multitemporal

and multisource remote-sensing image

class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37(3): 1350-1359.

Bruzzone, L., M. Marconcini, U. Wegmuller, and A.

Wiesmann, 2004. An advanced system for the

automatic classification of multitemporal SAR

images,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42(6): 1321-1334.

Burrough, P.A. and R.A. McDonnell, 1998. Principles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NY, USA.

Chang, C.-C. and C.-J. Lin, 2011. LIBSVM: a library

for support vector machines, ACM Transactions

on Intelligent Systems and Technology, 2(3): 1-27.

Camps-Valls, G. and L. Bruzzone, 2005. Kernel-

based methods for hyperspectral image

class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43(6): 1351-1362.

De Grandi, G.F., M. Leysen, J.-S. Lee, and D.

Schuler, 1997. Radar reflective estimation

using multiple SAR scenes of the same target:

techniques and applications, Proceedings of

1997 International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Symposium, Singapore, Aug. 3-8, pp.

1047-1050.

Foody, G.M., 2004. Thematic map comparison:

evaluat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differences in classification accuracy,

Photogrammetric Engineering and Remote

Sensing, 70(5): 627-633.

Giacinto, G., F. Roli, and L. Bruzzone, 2000.

Combination of neural and statistical

algorithms for supervised classification of

remote-sensing images, Pattern Recognition

Letters, 21(5): 385-397.

Gislason, P.S., J.A. Benediktsson, and J.R. Sveinsson,

2006. Random forests for land cover

classification, Pattern Recognition Letters, 27(4):

294-300.

Hegarat-Mascle, S.L., I. Bloch, and D. Vidal-Madjar,

1997. Application of Dempster-Shafer

evidence to unsupervised classification in

multisource remote sensing,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35(4): 1018-

1031.

Kuncheva, L.I., 2004. Combining Pattern Classifiers,

John Wiely & Sons, Inc., Hoboken, NJ, USA.

Lee, T., J.A. Richards, and P.H. Swain, 1987.

Probabilistic and evidential approaches for

multi-source data analysis,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25(3): 283-

292.

Lillesand, T.M., R.W. Kiefer, and J.W. Chipman,

2008. Remote Sensing and Image Interpretation,

6th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Hoboken,

NJ, USA.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28, No.5, 2012

–498–



Melgani, F. and L. Bruzzone, 2004. Classification of

hyperspectral remote sensing images with

support vector machines,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42(8): 1778-1790.

Petrakos, M., J.A. Benediktsson, and I. Kanellopoulos,

2001. The effect of classifier agreement on the

accuracy of the combined classifier in

decision level fusion,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39(11): 2539-

2546.

Polikar, R., 2006. Ensemble based systems in

decision making, IEEE Circuits and Systems

Magazine, 6(3): 21-45.

Quegan, S., T.L. Toan, J.J. Yu, F. Ribbes, and N.

Floury, 2000. Multitemporal ERS SAR

analysis applied to forest mapping,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38(2): 741-753.

Serpico, S.B., L. Bruzzone, and F. Roli, 1996. An

experimental comparison of neural and

statistical non-parametric algorithms for

supervised classification of remote-sensing

images, Pattern Recognition Letters, 17(13):

1331-1341.

Solaiman, B., L.E. Pierce, and F.T. Ulaby, 1999.

Multisensor data fusion using fuzzy concepts:

application to land-cover classification using

ERS-1/JERS-1 SAR composites,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37(3): 1316-

1326.

Wald, L., 1999. Some terms of reference in data

fusion, IEEE Transactions on Geoscience and

Remote Sensing, 37(3): 1190-1193.

Waske, B. and M. Braun, 2009. Classifier ensembles

for land cover mapping using multitemporal

SAR imagery, ISPRS Journal of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64(5): 450-457.

Classification of Remote Sensing Data using Random Selection of Training Data and Multiple Classifiers

–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