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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study on classification targeting a main production area of garlic and onion
was carried out in order to figure out the applicability of multi-temporal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ry
for field crop classification. After collecting satellite imagery in accordance with the growth cycle of garlic
and onion, classifications using each sing date imagery and various combinations of multi-temporal dataset
were conducted. In the case of single date imagery, high classification accuracy was obtained in December
when the planting was completed and March when garlic and onion started to grow vigorously.
Meanwhile, higher classification accuracy was obtained when using multi-temporal dataset rather than
single date imagery. However, more images did not guarantee higher classification accuracy. Rather, the
imagery at the planting season or right after planting reduced classification accuracy. The highest
classification accuracy was obtained when using the combination of March, April and May data
corresponding the growth season of garlic and oni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secure imagery at
main growth season in order to classify garlic and onion field using multi-temporal satellite ima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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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에서는 고해상도 다중시기 위성영상을 이용한 밭작물 재배지 분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늘과 양파 주산지를 대상으로 분류를 수행하였다. 마늘과 양파의 생육주기에 맞춰 영상을 수집하고 단일

시기와 다양한 다중시기 자료의 조합으로 분류를 시도하였다. 단일시기 자료의 경우 파종이 모두 끝난 시기

인 12월과 작물이 활발히 자라기 시작하는 3월 영상을 이용하였을 때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한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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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농작물은 매년 생산량이 크게 달라지고 가격 등락폭

도 매우 크므로 작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파악은 수

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작물의 재배면적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매년 시도 수준의 농업통계를 작

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6). 외국 역시 작황 정보 구축이나 모니

터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위성영

상을 활용한 작물 모니터링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위

성영상은 주기적으로 넓은 지역을 다양한 센서를 이용

해 모니터링이 가능하므로 현장 조사에 비해 시간 및 비

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모

니터링이나 작물의 시계열 현황 파악도 가능하고 다른

주제도와 중첩 분석이 가능하므로 농작물 재배지역에

대한 위성영상의 활용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위성영상을 이용한 작물분류 연구는 주로 시간해상도

또는 분광해상도가 좋은 MODIS, Landsat, RapidEye등

을 이용해 미국, 호주, 중국, 인도 등의 대규모 경작지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다 (Dawbin and Evans, 1988; Shao

et al., 2010; Conrad et al., 2011; Howard and Wylie, 2014;

Beyer et al., 2015; Kim et al., 2016).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위성영상을 이용한 작물 재배

지역 연구도 수행되었지만 주로 벼 재배지역에 집중되

어 있다 (Yoon et al., 2007; Hong et al., 2012; Yeom andKim,

2014). 벼는 일반적으로 매년 재배지역이 크게 달라지

지 않고 비교적 대규모로 규칙적인 모양을 가진 논에서

재배되며 모를 심기 전에 물을 대기 때문에 위성영상에

서 다른 피복과 구분이 잘 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

라 밭작물의 경우 소규모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 위치가 해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분류하기 쉽지 않다. 최근 우리 나라

에서도 위성영상, 항공사진 분석, GIS데이터 활용 및

현장조사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 팜 맵 (Smart Farmmap)

이라는 농경지 전자지도를 구축하였으나 밭작물의 종

류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Park and Jang, 2014).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작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대

상 작물이 다른 피복과 구별되는 분광특성을 갖거나, 작

물의 생육주기를 이용하여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분

류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보통 밭지역은 다

양한 작물이 혼재되어 재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

배 작물끼리 분광특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시기에 따라 분광특성이 유사한 주변 초지 등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비교적 규모가 작은 밭의 경

우, 공간해상도가 높아야 필지 구분이 가능하지만 고해

상도 영상은 시간해상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시계열 영

상 확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밭작물지역

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탐사 연구는 생육단계에 맞춰 원

하는 시기에 고해상도 영상 수집이 가능한 유인 또는 무

인 항공기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Park et al., 2015;

Na et al., 2016; Jeong et al., 2016; Lee et al., 2016).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경우 잎의 모양이나 색, 생육상태, 멀칭

(Mulching) 형태 등이 시각적으로 구분되므로 좁은 영역

에 다양한 작물이 심어진 밭에서 작물을 구분하는데 유

용하다. 그러나 항공사진의 경우 촬영범위가 일반적으

로 넓지 않고 촬영 계획을 미리 세우고 직접 촬영을 수

행해야 한다. 따라서 넓은 지역의 분류 또는 과거의 작

물 재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넓은 지역을 주기적

으로 촬영하는 위성영상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시기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

하여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대표적인 채소 작물

인 마늘과 양파 재배지역을 시범적으로 분류하고자 하

였다. 마늘과 양파 주산지 중 하나인 창녕지역을 대상

으로 작물의 생육주기에 맞춰 다중시기 고해상도 영상

을 수집하고, 영상에서 나타나는 마늘과 양파의 분광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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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기 자료 보다는 다중시기 자료를 이용하였을 때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는데 자료의 수가 많은 것이

무조건 높은 분류 정확도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파종 시기 또는 파종 직후의 영상은 분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였고 마늘과 양파의 성장기인 3, 4, 5월 영상을 동시에 이용하여 분류하였을 때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얻었다. 따라서, 다중시기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마늘과 양파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작물

주요 성장기의 영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 식생 활력도, 시계열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영상 자료를 이용해 각 시기 별로 분류를 수행하여 단

일시기 중 가장 분류 정확도가 높은 시기를 확인하고,

분광 특성 및 시계열 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

한 조합의 다중시기 자료를 구성한 후 분류를 수행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 작물 분류에 중요한 분광 대역

이나 시기, 자료의 조합 등을 확인하고 위성영상의 활

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연구지역 및 사용자료

이 연구의 대상 지역으로 마늘과 양파의 주산지인 경

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풍조리의 일부 지역을 선택하였

으며, 대상 지역은 약 2.2 km× 1.9 km의 면적을 가진다.

대상 작물인 마늘과 양파는 배추, 무, 고추와 함께 우리

나라 5대 채소 작물에 속하며, 기후가 비교적 따뜻한 경

상도와 전라도에서 주로 겨울에 재배된다. 연구 지역인

창녕군 일대는 마늘과 양파의 대규모 재배지가 존재하

는 지역으로 마늘과 양파는 재배 시기와 장소가 거의 일

치하고 하나의 필지안에서 구획을 나누어 함께 재배되

는 경우도 많다.

연구 대상 지역의 고해상도 위성영상 수집을 위해

마늘과 양파를 심기 시작하는 2014년 10월부터 수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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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multi-temporal KOMPSAT datasets used in this
study

Date (yyyy/mm/dd) Satellite
2014/10/19 KOMPSAT-2
2014/12/25 KOMPSAT-3
2015/03/21 KOMPSAT-3
2015/04/17 KOMPSAT-3
2015/05/10 KOMPSAT-3

Fig. 1.  True-color satellite images used in this study (a~e) and ground truth based on field survey (f): (a) 2014/10/19, (b) 2014/12/25,
(c) 2015/03/21, (d) 2015/04/17, and (e) 2015/05/10.



이루어지는 2015년 6월까지 KOMPSAT-2와 3 영상을

검색하였고, 촬영시기와 영상의 상태를 고려하여 총 5

장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Table 1, Fig.1 a~e). 5장의 영

상 중에서 2014년 10월 19일 영상은 KOMPSAT-2 영상

이고 나머지는 모두 KOMPSAT-3 영상으로 공간해상

도는 다중 분광 영상의 경우 각각 4 m와 2.8 m이다.

KOMPSAT-2, 3 센서 모두 가시광선 3개 밴드와 근적외

선밴드를 포함하는 4개의 밴드를 제공한다. 수집된 영

상은 전처리 과정으로 대기보정과 기하보정을 수행한

후 KOMPSAT-3의 해상도인 2.8 m의 공간해상도를 갖

는 자료로 준비하였다.

시계열 및 분광 특성 분석과 감독 분류를 위한 훈련

자료와 검증자료 수집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현장 조사 자

료는 마늘와 양파가 재배되는 시기에 직접 현장을 방문

하여 필지 단위로 어떤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연구 대상 지역에는 주로 마늘과 양파가 재배

되고, 일부 좁은 지역에서 청보리가 재배되고 있으며

나지와 하우스도 존재한다 (Fig. 1 (f)). 필지 단위로 구분

되어 있는 현장 조사 결과로부터 영상의 해상도로 인해

혼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필지 경계부를 제외한 일

부 필지에서 훈련자료 4782 화소를 수집하고, 훈련자료

와 겹치지 않도록 나머지 필지에서 검증자료 2058 화소

를 수집하였다 (Table 2).

3. 작물 특성 분석

1) 작물 특성 및 재배 특성

마늘과 양파는 유사점이 많은데 두 작물 모두 식물의

양분이 저장되는 땅속 부분인 구근을 먹는 비늘줄기 식

물이고 잎모양이 가늘고 길다. 그리고 10월 중, 하순경

에 심어 겨울을 난 후 이듬해 6월에 수확하는 작물로 재

배시기가일치한다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Quality

Management Service, 2005). 또한 비슷한 기후에서 잘 자

라기 때문에 재배하는 곳 역시 일치하여 하나의 필지 안

에서 구획을 나누어 함께 재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성자료를 이용하여 두 작물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마늘과 양파의 물리적 형태와 특성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양파의 잎은 속이 빈 원통형으로

주로 위로 뻗는 형태이고 마늘의 잎은 얇고 납작하며 자

라면서 잎 끝이 아래로 늘어진다. 색은 양파잎이 마늘

잎에 비해 좀더 어둡고 푸른빛을 띄고 마늘잎은 더 밝

고 노란빛을 띄며 수확이 가까워지면 잎의 끝이 점점 노

랗게 변한다 (Park, 2007).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두 작물

의 차이가 잘 드러나는 시기의 영상을 이용한 분류가 가

능할 수 있다.

2) 영상 기반 분광 특성 분석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위성영상으로부터 토지 피

복을 확인한 결과, 10월 19일 영상에서 일부 지역은 여

름 작물의 수확이 완료되었지만 일부는 여름 작물의 수

확이 끝나지 않아 이전에 재배하던 작물이 존재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전 작물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NDVI(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및 분광

특성 분석 시 이전 작물이 남아 있는 곳은 제외하였다.

수확이 완료된 지역은 마늘과 양파 재배지 모두 모든 분

광대역에서 매우 높은 반사율을 보였다. 영상을 육안으

로 판독하였을 때 나지보다 더 밝은 색을 띠고 영상 자

료에서도 높은 반사율을 갖는 것으로 볼 때 10월에는 작

물을 파종하기 위해 비닐 멀칭이 되어 있는 상태로 판

단된다.

이 연구에서 고려한 5가지 토지 피복의 식생 활력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NDVI를 확인하였다. Fig. 2에서

나지는 이전 작물의 영향으로 10월에 약간 높은 NDVI

값을 갖다가 12월 이후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

우스는 가장 빨리NDVI가 높아지다가 4월 이후 떨어지

는 형태를 보여 겨울에 작물을 재배하다가 4월에는 수

확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마늘, 청보리, 양파는 NDVI

값이 점점 높아져 이듬해 5월까지 계속 높은 값을 유지

하고 있는데, 세 작물의NDVI변화 양상은 서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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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number of training set and validation set

Classes Training set Validation set
Onion 2767 1194
Garlic 1443 474
Barley 30 20

Greenhouse 488 438
Bare soil 54 32
Total 4782 2058



있다. 마늘은 가장 먼저 NDVI값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4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5월에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

을 보인다. 그리고 양파는 마늘보다 NDVI가 증가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5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월에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반면, 청보리는 10월, 12월 3월까

지는 양파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4월에는 급상승하여

최고값을보인후 5월에약간감소하여마늘의NDVI변

화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5월에 마늘과 청보리의

NDVI가 약간 떨어지는 것은 마늘과 청보리가 수확기

에 가까워지면 노란빛으로 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하면, NDVI를 분류에 이용할

경우 마늘과 양파의 구분에는 3월 영상이 가장 중요하

고 12월과 4월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보리, 하

우스와 같은 다른 피복과의 구분을 위해서는 3월과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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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n NDVI profile of each class using training dataset.

Fig. 3.  Means of reflectance and their standard deviation bars for onion and garlic derived from 4 multi-spectral bands.



영상을 함께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대상 작물인 마늘과 양파의 분광 특성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분광 밴드별로 시

기에 따른 분광 반사율 변화를 확인하였다. 마늘과 양

파의 반사율은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10월을 제외하고

는 양파가 항상 높은 값을 보이며, 차이가 가장 크게 나

타나는 달은 3월이고 두번째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달은 4월이다. 근적외선 영역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

는데 10월을 제외하고는 마늘의 반사율이 양파보다 항

상 높고 12월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이듬해 3, 4, 5월

로 갈수록 점점 차이가 줄어든다. 근적외선 영역에서 10

월의 마늘과 양파 반사율 평균은 차이가 크지만 이전 작

물의 수확기와 마늘과 양파를 심는 시기와 겹쳐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10월 자료는 모든 밴드에서 다른

시기에 비해 표준 편차 매우 크기 때문에 마늘과 양파

가 서로 혼재되어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분광 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모든 시기와 모

든 밴드를 통틀어 양파와 마늘의 반사율 차이가 가장 많

이 나는 것은 12월의 근적외선 밴드이고, 평균적으로 차

이가 많이 나는 달은 3월이다.

4. 작물 분류 및 정확도 분석

앞서 분석한 NDVI및 분광 특성과 실제 작물 분류

결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

의 조합으로 분류를 수행하였다. 먼저 어느 시기의 영

상을 사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집된 영상을 각각 하나씩 이용하는 단

일시기 영상 기반 분류를 수행하였다. 분류 기법으로 최

근 위성영상 분류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계학습 방법인

Support vector machine(SVM)과RandomForest(RF) 두가

지를 사용하였다. SVM은 다차원 공간에서 최적의 결정

경계를 찾아내는 비모수적 분류법으로 적은 훈련자료

로도 분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Burges, 1998; Huang et al., 2002; Mathur and Foody, 2008).

RF는 임의의 자료를 이용해 다량의 결정 트리를 만든 후

각 결정 트리의 결과를 조합하여 최종 결과를 내는 방법

으로 다량의 결정 트리들이 서로의 결과를 보완하여 안

정적인 분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Breiman,

2001; Pal, 2005; Immitzer et al., 2012).

Table 3에 RF와 SVM분류자를 이용한 각 시기별 분

류 결과의 전체 정확도, 카파 계수,마늘과 양파의 평균

사용자 정확도를 제시하였다. 가장 낮은 전체 정확도와

카파 계수를 보이는 시기는 2014년 10월 19일로 RF를

이용해 분류한 경우의 전체 정확도는 73.08%, 카파 계

수는 0.524이고 SVM을 이용한 경우는 전체 정확도와

카파 계수가 각각 74.05%, 0.514이다. 반면, 가장 높은 정

확도를 보이는 시기는 2014년 12월 25일로 RF의 경우

전체 정확도 95.64%, 카파 계수는 0.927이고 SVM의 경

우 96.06%의 전체 정확도와 0.934의 카파 계수가 나와

2014년 10월 19일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10월 영상

에서는 이전에 심은 여름 작물이 아직 수확되지 않은 필

지도 일부 존재하고, 수확이 끝난 상태이거나 겨울 작물

을 심었지만 지표면에 크게 드러나지 않아 위성영상에

서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월과 4월 영상 역

시 높은 전체 정확도와 카파 계수를 갖는다. 이러한 결

과는 Lee et al. (2016)의연구에서수행된UAV (Unmanned

Aerial Vehicle) 영상을 이용한 마늘, 양파 재배지 분류 결

과와 유사한데 이 연구에 의하면 2106년 2월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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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curacy statistics of classification using single date imagery

Overall acc. (%) Kappa coeff. Average of user’s acc. (%) 
(Garlic and Onion)

Classifier 
Date RF SVM RF SVM RF SVM

2014/10/19 73.08 74.05 0.524 0.514 85.26 78.96
2014/12/25 95.64 96.06 0.927 0.934 96.37 96.00
2015/03/21 91.01 94.25 0.849 0.905 92.56 97.15
2015/04/17 91.38 86.33 0.852 0.767 88.81 79.33
2015/05/10 84.85 89.20 0.744 0.820 87.47 86.20



6월 8일 사이에 촬영된 6장의 영상 중 2016년 4월 14일

의 분류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서 대상 작물인 마늘과 양파의 사용자 정확

도 평균을 보면, RF의 경우 12월 영상에서 가장 높은 평

균값을 보이지만 SVM은 3월의 평균이 97.15%로 가장

높다. 그러나 SVM을이용하여분류한 12월의마늘, 양파

의 사용자 정확도 평균 역시 96%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 4월과 5월 영상은 12월과 3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늘과 양파의 구분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것은 마늘과 양파의 분광 반사율 중 가장 큰 차이는 12월

근적외선 밴드에서 나타나고, 모든 밴드의 평균 차이는

3월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잘 반영된 것으로 판

단된다.

다중시기 자료를 이용한 분류 실험에서는 다양한 조

합의 다중시기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를 수행하였다. 수

집된 전체 영상을 모두 이용한 경우와 가장 구분력이 떨

어지는 10월 영상을 제외시킨 경우로 나누어 먼저 분류

를 수행하였고, 10월을 제외한 나머지 각 시기의 중요도

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한 시기씩 제외시키면서 분류

를 각각 수행하였다. 또한NDVI분석에서 가장 중요하

다고 판단된 3월과 4월 영상만을 이용한 분류 역시 수

행하였다.

Table 4에는 다양한 조합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한

결과의 전체 정확도, 카파 계수, 마늘과 양파의 평균 사

용자 정확도를 제시하였다. 수집된 전체 자료를 모두 이

용한 경우, RF를 사용하면 전체 정확도가 97.45%로 단

일시기를 사용한 어떤 경우보다 정확도가 더 높다.

SVM을 사용하면 전체 정확도가 91.75%로 10월, 4월, 5

월 단일시기 영상을 이용한 경우 보다는 정확도가 높지

만 12월과 3월보다는 다소 낮은 정확도를 보인다. 이 논

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SVM을 이용한 분류 결과의

오차 행렬을 살펴보면 마늘과 양파 사이의 혼재도 일어

나고, 양파와 나지, 청보리 사이의 혼재도 크게 나타났

다. SVM을 사용하였을 때 예상보다 다소 낮은 정확도

를 보이는 것은 최적의 결정경계를 찾아낼 때 아직 작

물이 영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시기인 10월의 자료가

오류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RF를 이용한 경

우에는 다양한 조합을 통해 결정 트리를 만들면서 10월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RF를 이용해 전체 영상을 분류할 때 각 자료의 중요

도를 계산한 결과,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2014년 12월 25일의 근적외선 밴드로 나타났다. 시기별

로 모든 분광밴드의 평균 중요도를 계산해본 결과에서

는 2015년 3월 12일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앞서 단일시기 자료를 이용해 분류하였을 때 12월과 3

월 자료가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는 것과 일치한다.

반면, 10월은 모든 밴드의 중요도가 매우 낮게 나왔고

분류 정확도가 다른 시기와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이

후 분류에서는 10월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시기의

영상만을 이용해 분류를 수행하였다. 먼저 10월 영상만

을 제외하고 분류한 결과, RF를 이용하였을 때 97.78%,

SVM를 이용하였을 때 95.74%의 전체 정확도가 나와 10

월 영상을 포함한 경우보다 전체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특히 10월 자료가 큰 오류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SVM을

사용한 분류결과에서 전체 정확도와 마늘과 양파의 평

균 정확도 모두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가적으로 어느 시기의 영상이 분류에 큰 영향을 미

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각각 12월부터 5월까지 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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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ccuracy statistics of classification using multi-temporal datasets

Overall acc. (%) Kappa coeff. Average of user’s acc. (%) 
(Garlic and Onion)

Classifier
Date RF SVM RF SVM RF SVM

Full dataset 97.45 91.75 0.957 0.864 98.38 92.30
Dec. to May 97.78 95.74 0.963 0.929 98.07 98.62
Mar. to May 99.54 98.98 0.992 0.983 99.60 99.10

Dec., Apr. and May 93.47 93.93 0.890 0.899 93.65 97.46
Dec., Mar. and May 94.81 91.71 0.913 0.863 97.76 98.03

Dec. to Apr. 96.62 97.45 0.944 0.957 98.11 97.80
Mar. and Apr. 97.91 98.52 0.966 0.975 99.58 98.63



씩 제외시키고 분류를 수행하였다. 12월 영상을 제외하

였을 때에는 오히려 영상의 정확도가 향상되어RF의 전

체 정확도는 99.54%, SVM는 98.98%로 실험한 다양한

조합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마늘과 양파의 사

용자 정확도 평균값 역시 3, 4, 5월 자료만을 이용한 경

우 99%의 이상으로 가장 높다. 3, 4, 5월 영상을 함께 사

용한 분류 결과를 Fig. 4에 제시하였는데 SVM를 이용한

경우에 좁은 청보리 재배 지역의 혼재가 약간 나타지만

대부분의 필지가 잘 분류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면, 3월과 4월 영상을 각각 제외시켰을 때에는 전

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므로 3월과 4월 영상이 대상 지

역을 분류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5월 영상을 제외시켰을 경우에는 전체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고 작물 분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3월과 4월 두시기 영상만 이용한 분류 결과에

서는 RF가 97.97%, SVM이 98.52%의 전체 정확도를 보

인다. 이 결과는 3, 4, 5월 영상을 함께 이용한 경우에 이

어 두번째로 정확도가 높고 12월 자료가 포함된 경우보

다 분류 정확도가 더 높다. 분광 특성 분석에서 12월 영

상의 경우 근적외선 밴드에서 양파와 마늘의 평균 반사

율은 모든 시기 및 밴드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지만 나

머지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

때 차이가 거의 없었던 가시광선 영역의 밴드가 분류 정

확도를 떨어뜨린 것으로 판단된다.

단일시기와 다양한 조합의 다중시기 자료의 분류 결

과를 통해, 마늘과 양파의 구분에 단일시기 영상만을 사

용해야 한다면 파종 또는 수확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피

하고 밭 영역 전체에서 작물이 자라고 있는 시기의 영

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류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상 지역의 마늘과

양파의 경우, 12월 영상에서 가장 잘 구분이 되었고 3월

영상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시기 자료를 이용할 경우,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

여 분류하면 단일시기 자료를 이용한 경우보다 분류 정

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시기

가 포함된다고 해서 항상 분류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분류 항목별로 분광특성이 구분되는 시기의 자

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종 시기에는 이미 파

종이 끝난 필지나 아직 파종이 시작되지 않은 필지가 혼

재되어 있어 오히려 분류 성능을 저해하므로 이 시기의

자료는 포함시키는 않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번 연구에서는 수확 시기 영상이 포함되지 않았지

만 수확 시기의 영상도 수확이 끝난 필지와 수확 전인

필지의 혼재가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단일시기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던 12월 영상보다 3월과 4월 영상이

함께 포함된 자료를 이용할 때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3월에서 4월로 가면서 식생의 활력도가 급변하

고 두 작물 고유의 특징이 잘 나타나므로 이 두 시기의

자료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어 더 분류가 잘 이

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영상 분류에서는 분광 반사율

의 차이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중시기에서는 각 시

기의 밴드별 분광 반사율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른 반

사율의 변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 연구 대상 지역의 경

우 마늘과 양파의 생장기에 해당하는 3, 4, 5월 영상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 가장 분류 정확도가 높지만, 이 시

기 영상을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면 마늘과 양파의 주요

생장기에 해당하는 3월과 4월의 영상의 확보가 매우 중

요하다.

한편 자료 선택에 따른 분류 정확도 변화 경향은 분

류기법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다중시기

자료에 SVM를 이용할 경우, 자료의 선택에 따라 정확

도 편차가 RF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RF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양한 결정 트리의 조합으로

잘못된 자료의 선택이 보완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SVM은 잘못된 자료가 결정경계를 정하는데 큰 영향을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5-2, 2017

–628–

Fig. 4.  Best classification results per each classifier (using the combination of March, April and May data): (a) RF and (b) SVM.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VM분류기법

을 사용한다면 자료의 선택에 좀 더 유의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밭작물 재배지역을 분류하기 위한 위

성영상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마늘과 양파 주

산지를 대상으로 다중시기 자료를 이용한 분류를 수행

하였다. 단일시기만 이용할 경우 파종 초기나 수확기가

아닌 작물이 모두 심어진 이후인 12월과 3월 영상을 이

용하였을 때 정확도가 높았다. 마늘과 양파의 생육주기

에 맞춰 다중시기 자료를 이용할 경우, 단일시기를 이

용할 때보다 분류 정확도가 향상되었지만 가능한 한 많

은 자료를 이용할수록 반드시 분류 정확도가 높아지지

는 않았다. 작물 파종 직후에는 작물 이외에 주변의 흙

이나 멀칭 등의 영향도 분광 특성에 영향을 주므로 작

물이 충분히 자란 이후부터 수확기 이전까지 식물의 주

요 생장기에 해당하는 다중시기 영상을 확보하여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작물 재배 시기는 기

온, 강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주

요 생장시기에 해당하는 영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범 분류 결과, 대부분의 필지에서 작물이 잘 구분

이 되고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이므로 밭작물 구분을 위

한 다중시기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 지역은 재배하는 작물의 종

류가 많지 않고 비교적 대규모로 작물이 재배되는 지역

이므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도 분류가 가능하였지

만 일부 밭 사이의 좁은 도로 또는 매우 좁게 작물이 재

배되는 영역에서 혼재가 나타났다. 우리 나라의 밭작물

재배 특성상 좁은 면적에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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