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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a novel land-cover classification framework for multi-temporal SAR data is
presented that can combine multiple features extracted through data transforms and multiple classifiers.
At first, data transforms using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 and 3D wavelet transform are applied
to multi-temporal SAR dataset for extracting new features which were different from original dataset.
Then, three different classifiers including maximum likelihood classifier (MLC), neural network (NN)
and support vector machine (SVM) are applied to three different dataset including data transform based
features and original backscattering coefficients, and as a result, the diverse preliminary classification
results are generated. These results are combined via a majority voting rule to generate a final classification
result. From an experiment with a multi-temporal ENVISAT ASAR dataset, every preliminary
classification result showed very different classification accuracy according to the used feature and
classifier. The final classification result combining nine preliminary classification results showed the best
classification accuracy because each preliminary classification result provided complementary information
on land-covers. The improvement of classification accuracy in this study was mainly attributed to the
diversity from combining not only different features based on data transforms, but also different classifiers.
Therefore, the land-cover classification framework presented in this study would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classification of multi-temporal SAR data and also be extended to multi-sensor remote sensing data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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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토지피복은 국토모니터링, 개발계획수립 등을 위한

필수자료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응용분야에서 다른 자

료와 함께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정확한 토지피복을 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원격탐사기법은 넓은 지역에서

한번에 자료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영

상 촬영이 가능하므로 이전의 현장조사를 이용한 방법

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토지피복도를 제작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Defies and Belward, 2000). 지금

까지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도 제작에는 주

로 단일시기에 촬영된 광학영상을 사용해왔다. 광학영

상은 광원으로 태양을 이용하기 때문에 밤이나 흐린 날

에는 이용이 어렵다. 특히 흐린 날이 지속되는 우리나

라의 장마기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광학영상이 많이 부

족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밤이나 흐

린 날에도 이용 가능한 SAR 영상을 이용해 토지피복분

류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SAR 영상은 광학영상에

비해 처리과정이 복잡하고 스페클 잡음, 측면촬영에 의

한 지형왜곡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일부 센서에서는

단일 편파 자료만 획득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계

로 SAR 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 분류가 쉽지 않았다

(Park and Chi, 2008). 또한 단일시기 영상만 이용할 경우

다른 토지피복이라도 특정한 시기에만 분광특성이 달

라 구분이 되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분광이 비슷한 토

지피복이 존재할 경우가 발생해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는 단점이 있다. 특히 벼 경작지를 포함해 식생은 시기

에 따라 분광특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단일시기 영

상 대신 다중시기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Lee et al., 1999; Skriver et al., 2000; Tan et al.,

2007; Ainsworth et al., 2009; Jang et al.. 2012). 다중시기 자

료를 이용할 경우 자료를 그대로 분류에 이용할 수도 있

지만 자료의 상호관계를 이용해 분류에 적합한 특징을

추출하거나 자료변환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재

표현하여 분류를 수행하면 분류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도 있다(Hirowawa et al., 1996; Henebry, 1997; Park and

Chi, 2008; Yoo et al., 2013).

다양한 자료의 융합 또는 자료변환을 통해 더 정확한

토지피복 분류를 하는 연구도 있지만 분류 방법의 개선

으로 분류 정확도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Serpico et al., 1996; Bruzzone et al., 1999;

Camps-Valls and Bruzzone, 2005). 지금까지 분류정확도

를 향상시키려는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토지피

복 분류결과는 사용한 자료, 수집된 훈련집단의 질, 분

류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어떠

한 지역에서 어떠한 시기에 사용하더라도 최상의 결과

를 내는 방법론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Park et al.,

2012).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분류 방법론을 결합

한 다중 분류자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이 때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른 분류 정확도

를 나타내는 분류 방법론을 결합하였다(Petrakos et al.,

2001; Kuncheva, 2004; Park et al., 2012). Park et al. (2012)

은 훈련집단의 임의선택과 다중 분류자를 결합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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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연구에서는 자료변환기법을 이용해 추출된 여러 특징과 다양한 분류방법론을 결합하여 다중시기

SAR 자료를 위한 새로운 토지피복 분류기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다중시기 SAR 자료로부터 원본자료와는

다른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3차원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자료변환을 수행하였다. 그

리고 나서 최대우도법 분류자, 신경망, support vector machine을 포함한 세 가지 다른 분류자를 변환된 특

징자료들과 원본 후방산란계수 자료를 포함한 세가지 자료에 적용하여 다양한 초기 분류 결과를 얻도록 한

다. 이후 다수결규칙을 통해 모든 초기결과를 결합하여 최종 분류 결과를 생성하게 된다. 다중시기 ENVISAT

ASAR 자료를 이용한 사례연구에서 모든 초기 결과는 사용한 특징자료와 분류자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한

분류정확도를 보였다. 이러한 9개의 초기 분류 결과를 결합한 최종 분류 결과는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

여주고 있는데, 이는 각 초기 분류 결과가 토지피복을 결정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

다. 이 연구에서의 분류정확도 향상은 주로 자료변환을 통해 얻어진 각기 다른 특징자료와 다른 분류자를 결

합에 의한 다양성 확보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토지피복 분류방법론은 다중시기 SAR

자료의 분류에 효과적으로 적용가능하며, 또한 다중센서 원격탐사 자료융합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틀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방법론은 토지 피복 구분에 관

한 상호 보완적인 정보의 이용이 가능해져 개별 분류 결

과에 비해 향상된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다양성이 큰 분류방법론을 결합하였을 때 분류정

확도가 크게 향상되므로 분류자의 다양성 확보가 필수

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시기 SAR 자료를 대상으로 훈련

집단의 임의선택 대신 자료변환을 통해 자료의 다양성

을 확보하는 분류 기법을 제안하였다. 자료변환 기법을

이용해 원본자료로부터 분류에 적합한 특징정보를 추

출한 뒤 이를 새로운 자료로써 분류에 적용 하고자 한

다. 이와 같이 자료변환을 통해 생성해 낸 다수의 자료

와 다중 분류자를 결합하여 다양한 초기 분류 결과를 만

들어 낸 후 다수결규칙을 적용하여 최종 분류 결과를 도

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

다. 첫 번째 단계는 자료변환 단계로 다중시기 SAR 영

상은multi-looking, 스페클 제거, 기하 보정 등의 전처리

를 거쳐 후방산란계수를 추출한 후 원본자료 이외에 자

료변환 기법을 통해 각기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두 개

의 자료를 추가로 만들어낸다. 이 연구에서는 특징 추

출을 위한 자료변환으로 주성분분석과 3차원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하였다. 주성분분석은 자료의 변환 또는 요

약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이다(Sunar, 1998;

Ashutosh, 2002). 보통 첫 번째 주성분은 가장 큰 분산을

갖는 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전체 평균과 매우 유사한 특

징을 보인다. 다음 성분은 앞 성분과 상관도가 가장 떨

어지는 성분으로 주성분은 뒤로 갈수록 분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므로 보통 분류에서는 고유치를 고려

하여 가장 높은 분산을 갖는 순으로 일부 주성분만 사

용한다.

3차원 웨이블렛 변환은 1차원 이산 웨이블렛 변환을

3차원으로 확장한 것이다(Muraki, 1993). 이산 웨이블렛

변환은 비연속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으로

일종의 대역필터를 이용해 자료를 저역필터 (Lowpass

filter)를 사용한 L 밴드와 고역필터 (Highpass filter)를 사

용하여H 밴드로 분해한다. L 밴드는 전체 자료를 대략

적으로 요약한 정보를 포함하고 H 밴드는 세부적인 변

화 정보를 포함한다. 3차원 웨이블렛 변환은 행과 열 방

향뿐만 아니라 깊이(또는 높이) 방향으로 변환을 수행

하여 자료를 분해하므로 여러 개의 밴드로 구성된 다중

시기 또는 다중분광 자료를 공간과 시간/분광 방향으

로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여 분류 정확도를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Yoo et al., 2013).

두 번째 단계는 전처리를 마친 원본 후방산란계수를

포함해 주성분 분석과 3차원 웨이블렛 변환을 통해 생

성한 자료들을 세 가지 분류자를 이용해 감독 분류를 수

행하는 단계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자는 훈련자

료에 크게 영향을 받는 모수적 방법론이자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 분류 방법론인 Maximum Likelihood

Classifier (MLC)와 비모수적 방법론으로Neural Network

(NN), 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사용하였다. NN

기법은 은닉층의 뉴런을 병렬적으로 연결한 비모수, 비

선형기법으로 의학, 수학, 컴퓨터에서 널리 사용되는 오

류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이다(Hepner et al., 1989). SVM

기법은 다차원 공간에서 최적의 결정경계를 찾아내는

비모수적 분류법으로 (Burges, 1998) SAR 영상 분류에서

도 좋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Fukada and

Hirosawa, 2001; Angiulli et al., 2005).

앞의 두 단계 처리 과정을 통해 세 개의 자료와 세 개

의 분류자를 결합시키면 총 9개의 초기 분류 결과를 얻

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결정 수준 융합의 단계

로, 9개의 초기 분류 결과에 다수결규칙을 적용해 최종

분류 결과를 얻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초기 분류 결

과들을 대상으로 다수결규칙을 적용하여 가장 많은 표

를 얻은 분류 항목을 최종 분류 결과로 할당하였다. 이

때 서로 동일한 표를 얻는 분류 항목들이 존재할 경우

에는 분류의 불확실성을 지수로 사용하여 불확실성 지

수가 낮은 분류자의 분류 결과로 최종 분류 항목을 할

당하였다(Park et al., 2012).

전술한 제안 기법의 적용 절차는 Fig. 1에 제시하였

다. 9개의 초기 분류 결과는 사용한 자료와 분류자의 이

름을 결합하여 각각O_MLC, O_NN, O_SVM, W_MLC,

W_NN, W_SVM, P_MLC, P_NN, P_SVM로 표현하였는

데 여기서 O는 원본 후방산란계수, W는 3차원 웨이블

렛 변환 결과, P는 주성분분석 결과를 이용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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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MLC, NN, SVM은 사용한 분류자의 이름에 따라

붙여진다.

3. 연구지역 및 사용자료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전라남도 해남

지역에서 촬영한 다중시기 SAR 영상을 이용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다(Fig. 2). 실험에 사용한 자료는 ENVISAT

의 ASAR data로 촬영 모드는Descending IS2, VV편파로

촬영되었다. Table 1에 표시한 것과 같이 2005년은 5, 6

월을 제외한 월별 영상을 사용하였고 2005년에 영상이

없는 5, 6월을 위해 2006년 5, 6월 영상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감독분류를 위해 논, 밭, 산림, 수계, 도심지

를 포함하는 5개의 토지피복을 고려하였다. 연구지역

이 해안과 인접해 있어 실제 피복에서는 습지가 존재하

나 이는 하루 중에도 시간에 따라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

가면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분류가 쉽지 않아 이 연

구에서는 분류항목에서 제외하였다.

획득된 총 12장의 영상을 대상으로 multi-looking, 스

페클 제거, 기하 보정 등의 전처리를 통해 후방산란계

수를 추출하였다. Fig. 3은 사용된 영상 중 일부인 1, 4, 6,

9월에 각각 얻어진 후방산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연

구지역에는 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지르며 오른쪽 상단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1, No.3, 2015

–208–

Fig. 1.  The flowchart of the proposed methodology.

Table 1.  The list of a multi-temporal ENVISAT ASAR data set
used in this study
Date Mode Polarization

Jan. 9, 2005

Descending IS2 VV

Feb.13, 2005
Mar. 20, 2005
Apr. 24, 2005
Jul.3, 2005
Aug. 7, 2005
Sep. 11, 2005
Oct. 16, 2005
Nov. 20, 2005
Dec. 25, 2005
May 14, 2006
Jun. 18, 2006

Fig. 2.  The location of the study area (modified from Google
earth).



으로 지나가는 수계가 존재하고 왼쪽 상단에 도심지가

주로 분포한다. 그리고 수계 아래쪽 왼쪽 하단에도 밝

은 도심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산림지역이

분포하고 수계 가까이에 논이 존재하며, 밭은 곳곳에 작

은 규모로 존재한다. Fig. 3(a)의 1월 자료에서는 왼쪽 상

단 도심지가 매우 밝게 잘 나타나고 있다. 연구지역의

중앙에 수계 주변에 위치하는 논은 4월 자료에서는 아

직 벼가 심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 (Fig. 3(b)), 6월 자

료에서는 모내기를 위해 물을 댄 상태를 보이고 있다

(Fig. 3(c)). Fig. 3에 있는 모든 영상에서 수계는 대체로

어둡게 나타나고 도심지역은 밝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지역이 해안과 인접해 있고 밀물과 썰물에 의해 수계의

후방산란계수가 크게 변동이 있어 하나의 영상에서도

그 값이 일정하지 않다.

분류를 위한 훈련/참조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환경

부에서 제공하는 중분류 토지피복도와 고해상도 광학

영상을 함께 사용하였다. 훈련자료와 참조자료를 수집

할 때에는 연구지역에서 각 피복이 차지하는 면적을 고

려하여 샘플 개수의 비율을 조정하였다. 수집된 전체 샘

플을 무작위로 나누어 1183개의 화소는 훈련자료로 783

개의 화소는 검증을 위한 참조자료로 사용하였다. 각 분

류항목별 훈련 및 참조자료 개수는 Fig. 4에 그래프로 나

타내었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분류를 수행하기에 앞서 분류

항목 별 후방산란계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훈련집

단에서 시기별 후방산란계수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Fig. 5는 각 분류항목의 시기별 평균 후방산란계수를 나

타낸 것이다. 이 연구에서 고려한 다섯 가지 분류항목

중 도심지는 모든 시기에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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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reprocessed SAR images: (a) 09 January 2005,
(b) 24 April 2005 (c) 18 June 2006, and (d) 11 September
2005.

(c) (d)

(a) (b)

Fig. 5. The mean backscattering coefficient values of classes except for urban class in the training set.

Fig. 4. The number of training and reference pixels.



고 변동폭도 크지 않다. 따라서 다른 항목을 상세히 살

펴보기 위해 도심지를 제외하고 그래프를 표현하였다.

각 항목별 평균 후방산란계수를 살펴보면 수계는 모든

시기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지만, 시기에 따른

변동폭이 매우 크다. 특히 6월은 매우 높은 값을 보여 논

과 거의 유사해진다. 논 지역은 5월부터 7월까지 상대적

으로 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모내

기를 위해 논에 물을 대는 시기부터 벼가 수면위로 충

분히 자라기 전까지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시기

와 12월을 제외하고 논 지역은 밭, 산림과 유사한 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 산림과 밭은 평균적으로 밭이 조금

더 높은 후방산란계수 값을 보이지만 모든 시기에 걸쳐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림과 밭을

잘 구분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4. 결과 및 토의

먼저 제안한 기법의 첫 번째 단계로 주성분분석과 3

차원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하여 자료변환을 통한 특징

추출을 수행하였다. Fig. 6은 주성분분석 후 얻을 수 있

는 상위 3개의 주성분으로 첫 번째 주성분은 가장 큰 분

산을 갖는 성분으로 수계와 도심지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Fig. 6(a)). Fig. 6(b)에 나타난 두 번째 성분은 앞

성분과 상관도가 가장 떨어지는 성분으로 논 지역이 매

우 잘 추출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6(c)는 세 번째

주성분으로 특정 분류항목이 두드러지기 보다는 앞의

두 주성분에 비해 복잡한 경향을 보인다. Fig. 7은 각 주

성분의 분산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 첫 번째 주성분

이 60%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7번째 주성분까

지 사용하였을 때 90%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보통 주성분은 뒤로 갈수록 분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

게 된다. 그러므로 주성분을 이용한 분류에서는 고유치

를 고려하여 가장 높은 분산을 갖는 순으로 일부 주성

분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많은 연구에서 3번째

또는 4번째 주성분까지 사용하면 90% 이상의 정보를

이용할 수 때문에 3-4번째 주성분까지만 분류에 이용한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경우, 3번째 주성

분부터는 그 분산 값이 크게 변하지 않고 7번째 주성분

까지 사용해야 90%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하

위 주성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실제로 주성분

의 개수를 점차 늘리면서 사전 분류를 수행하여 분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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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first three principal components: (a) PC1, (b) PC2, and (c) PC3.
(a) (b) (c)

Fig. 7. The variance explained by each principal component.



확도를 살펴본 결과,일부 주성분을 사용한 경우보다는

분산의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전체 주성분을 모두 사용

한 경우에 가장 분류 정확도가 높아서 이 연구에서는 전

체 주성분을 모두 분류에 사용하였다.

3차원 웨이블렛 변환의 결과는 8개의 서브밴드로 나

오게 되지만 LLL밴드와 LLH밴드를 제외하고는 공간

적으로 고주파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잡음처럼 보이게

된다. 따라서 LLL와 LLH 밴드만 이용해 사전 분류를 수

행한 결과, LLL밴드만 사용했을 때 스페클 잡음 제거 효

과, 정보 요약 기능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여 이 연

구에서는 LLL밴드만 이용하여 이후 처리를 수행하였

다. Fig. 8은 3차원 웨이블렛 변환을 적용한 결과의 일부

로 모든 방향으로 저역통과필터를 적용한 LLL밴드 중

1, 3, 9번 밴드의 결과이다. 1번 밴드에서는 수계와 도심

지가 두드러지고 3번째 LLL 밴드에서는 도심지가 매우

두드러진다. 9번 밴드에서는 농경지가 매우 어둡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가지 분류자를 이용한 감독분

류 단계로 원본 후방산란계수 자료와 주성분분석, 3차

원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하여 만들어낸 특징 자료를 포

함한 총 3개의 입력자료에MLC, NN, SVM 기법을 적용

하여 분류를 수행하였다. Fig. 9는 3개의 자료와 3개의

분류자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9개의 초기 분류 결과이

다. 시각적으로 보더라도 사용한 자료나 분류 기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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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ome 3D wavelet transformed features: (a) LLL1, (b) LLL3, and (c) LLH9.
(a) (b) (c)

Fig. 9. The initial classification results: (a) O_MLC, (b) O_NN, (c) O_SVM, (d) P_MLC, (e) P_NN, (f) P_SVM, (g) W_MLC, (h) W_NN
and (i) W_SVM.

(g) (h) (i)

(d) (e) (f)

(a) (b) (c)



라 각기 만들어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분류 결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류 정확

도를 계산해 보면 (Table 2), 전체 정확도는 60.41%에서

71.01%까지, 카파계수는 0.487에서 0.628까지 매우 다양

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력

자료는 3차원 웨이블렛 변환 특징을 이용하였을 때, 분

류방법은 SVM을 사용하였을 때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한편 주성분분석 결과를 이용하였을 때 분류정확도가

떨어지고 주성분분석 결과와 NN가 결합된 초기 분류

결과의 정확도가 가장 낮다. 분류항목 별 정확도를 살

펴보면 전체 정확도가 가장 높다고 해서 분류항목 별 정

확도가 모두 높지는 않았다. 논은 3차원 웨이블렛 변환

자료에 MLC 기법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분류 정

확도를 보였다. 다른 자료에서도MLC기법을 사용하였

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데 이는 전체정확도에

서 SVM기법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

는 것과 다른 결과이다. NN기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

른 기법에 비해 논을 분류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앞서 분류항목 별 구분 정도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밭

과 산림은 정확도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다. 밭은 원

본 후방산란계수와 주성분분석 결과를 사용하여 SVM

으로 분류한 경우에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반

면 3차원 웨이블렛 변환 결과를 이용한 경우에는 SVM

분류자를 사용하여도 정확도가 높지 않다. 주성분분석

자료와 NN 분류자를 결합한 경우에는 밭을 전혀 구분

해내지 못하고 대부분 논과 산림으로 오분류 되었다. 산

림은 원본자료와 NN을 결합한 경우에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수계는 전반적으로 높은 분류 정확도

를 보이나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초기 결과

는 산림과 마찬가지로 원본자료와 NN을 결합한 것이

다. 도심지는 3차원 웨이블렛 변환을 이용한 특징자료

와 SVM기법을 이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

고 다른 초기 결과는 대부분 정확도가 떨어진다. 각 분

류항목 별 구분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값 자료를 보면 도

심지는 항상 밝게 나타나고 시기에 따른 후방산란계수

값의 변동이 크지 않아 분류가 잘 될 것이라고 예상되

었으나 이 지역은 해수면의 변동에 의해 나타나는 습지

가 존재하고 이 지역이 도심지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면

서 정확한 분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사용한 자료와 분류기법에 따라 각 분류항

목 별 분류 정확도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분류항목의 정확도를 평균한 평균 분류 정

확도는 3차원 웨이블렛 변환과 SVM기법을 결합한 초

기 결과를 제외하고는 전체 정확도와 매우 유사한 패턴

을 보인다. 이러한 초기 분류 결과를 상호 보완하여 개

선된 분류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분류 결과를 다수결

법칙에 의해 결합하여 최종 결과를 생성하였다. 최종 분

류 결과는 전체정확도 72.15%, 카파계수는 0.644, 평균

정확도 68.47%로 9개의 초기 분류결과에 비해 모두 높

게 나왔다. 각 분류 항목 별로 보면 제안기법을 사용하

였을 때 모든 분류항목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

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모든 분류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특히 구분이 어려웠던 밭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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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assification accuracy statistics for both initial classification results and final classification result

Statistics Method Overall
accuracy(%)

Kappa
coeff.

Average 
Accuracy(%)

Class-wise accuracy (%)
Paddy fields Dry fields Forest Water Urban

Original
data

MLC 66.41 0.576 64.00 86.25 34.04 54.42 92.90 52.41
NN 66.41 0.576 64.90 72.46 35.29 63.00 96.91 56.82
SVM 70.63 0.623 67.74 76.42 50.00 54.35 95.88 62.04

PCA
result

MLC 63.98 0.547 62.72 86.62 28.06 55.05 90.53 53.33
NN 60.41 0.487 47.68 55.32 00.00 46.28 86.10 50.68
SVM 70.11 0.617 66.53 75.76 50.00 56.25 95.35 55.30

Wavelet
result

MLC 68.97 0.608 67.10 89.09 39.05 54.76 92.90 59.70
NN 69.22 0.605 63.33 70.75 38.89 62.79 84.69 59.52
SVM 71.01 0.628 66.93 78.40 40.91 56.61 90.11 68.63

Proposed 72.15 0.644 68.47 78.82 51.16 58.96 93.26 60.16



류정확도가 향상되면서 전체정확도를 높이는데 기여

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다중시기 SAR 자료를 이용한 토지피

복 분류에서 자료 변환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특징 정

보를 추출하고 이에 다양한 분류자를 적용하여 초기 분

류를 한 후 이를 결합하여 최종분류를 하는 기법을 제

안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사용 자료와 분류기법의 다양

성을 확보하여 각 결과를 상호 보완함으로써 제안기법

의 결과는 개별 분류 결과에 비해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제안기법의 효용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지역은 밭과 산림지역이 혼재되면서 분

류정확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데, 제안한 방법론을

이용할 경우 가장 구분이 쉽지 않았던 밭에서 분류 정

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분류 결과는 사용한 자료,

분류자의 종류에 따라 매우 크게 변화하므로 단일 자료

와 단일 분류자를 선택하여 분류를 수행할 경우 항상 높

은 분류정확도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제안

기법의 경우 다양한 분류 결과를 함께 보완하여 사용함

으로써 전체적인 정확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전

체정확도와 카파계수, 평균정확도는 모두 제안한 기법

이 높게 나타났으나, 개별 분류항목 차원에서 보면 제

안기법이 항상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었

다. 이는 분류정확도가 떨어지는 초기 결과의 개수가 많

은 경우 단순히 다수결법칙으로 결합할 때 잘못된 분류

항목에 많은 투표를 하게 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개별 정확도의 차이가 크게 나

더라도 모든 분류 결과에 동일하게 한표씩을 부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

양한 초기 분류결과를 결합할 때 분류 정확도에 따라 가

중치를 부여하거나 선택적 결과의 결합 등을 고려한 기

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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