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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자기 조직화 기능을 갖는 Kohonen의 SOM(Self organization map) 신경회로망과 주어지는 데이터에 따라 초기

의 클러스터 개수를 설정하여 처리하는 수정된 K-Means 알고리즘을 결합한 Hybrid Kohonen Network 를 제안한다. 또한, 실
제의 항공영상에 적용하여 고전적인 K-Means 알고리즘 및 고전적인 SOM 알고리즘보다 우수함을 보인다.

키워드: 이미지 클러스터링(Image Clustering), 하이브리드 신경회로망(Hybrid Neural Network)

I. Introduction

SOM(Self Organization Map)에 의한 클러스터링은 데이터의 

비 지도자 학습을 통하여 데이터 차원을 조정하여 시각적으로의 

표현이 가능한 방법이지만 문제에 따른 파라메터의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1][2]. 본 논문에서는 

자기 조직화 기능을 갖는 Kohonen의 SOM 신경회로망과 수정된 

K-Means 알고리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의 신경회로망에 의한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실제의 항공영상에 적용한 결과를 보인다.  

II. Areal Image and Clustering

데이터의 유사성을 찾아 해당 그룹으로 분류하는 클러스터링은 

영상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신경회로망의 적용은 많은 성공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지처리에서는 영상에 대한 사전 정보들을 수집의 어려움으

로 인하여 비-지도자형 모델인 Kohonen 의 SOM이 대표적인 모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3][4].

III. Hybrid Neural Network

K-Means 알고리즘에서 클러스터를 찾아내기 위한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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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는 n-차원의 데이터, μk는 클러스터 ck의 평균, ck는 

클러스터 k를 나타낸다. Kohonen의 SOM 알고리즘은 아래 수식(식
(2)~식(4))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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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c는 최고매칭 유닛의 인덱스, x(t)는 임의로 선택되는 입력벡

터이며, hci(t)는 승자 주변의 이웃설정함수, α는 학습율, ||.||는 거리측

정치를 나타낸다. 이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Kohonen 네트워크에 

의한 항공영상 클러스터링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1) 입력데이터의 전처리를 위한 초기 클러스터수의 지정범위

를 설정하고 범위내의 값을 이용하여 아래 Step2과정을 

반복한다.
Step2) 클러스터 중심위치를 초기화한 후 입력 데이터와의 평균 

유사도를 계산하고 최대의 평균유사도에 의한 K-Means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Step3) 결과 영상정보를 SOM의 RGB입력 벡터로 변환하고, 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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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시냅스 가중치를 초기화한다.
Step4) 수식 (2)~(4)을 이용하여 관련 시냅스의 가중치를 갱신하고 

클러스터의 대표값으로 지정한다. 
Step5) 학습 횟수에 도달하거나 수렴이 일어날 때까지 Step5 반복.

IV. Computer Simulation

실험에 사용한 항공영상은 도로와 건물 그리고 토지 및 숲 등이 

포함된 영상을 선택하였다(Fig. 1).

Input Areal Image(469x491)

제안한 알고리즘에서 출력 클러스터의 수는 5개, 이웃범위는 0.5로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아래 그림에 수정된 K-Means 알고리즘의 

결과, 클러스터의 개수에 따른 평균 유클리디언 거리값을 보인다(Fig. 
2).

Euclidean Distance Values 

또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SOM만으로 운동장영역과 잔디밭 

영역 등을 동일 세그먼트로 처리하지 못하였으나(Fig. 3(a)), 제안한 

하이브리드 Kohonen 네트워크에서는 운동장 및 잔디밭 등의 영역에

서 일부 노이즈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Fig. 3(b)). 각 영상에 

대한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은 24.1101(Fig. 3(a)), 
그리고 24.1185(Fig. 3(b))로 나타났다.

(a) (b)

Output Clustering Images ((a)SOM, (b)Hybrid Kohonen Network)

V. Conclusions

항공영상에서 물체를 인근의 물체와 효과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Kohonen 신경회로망을 제안하였다. 학습과정을 통하여 

항공영상의 클러스터링은 출력영상의 선명도가 개선되었으며 전통적

인 SOM에 의한 처리결과에 비하여 향상되었다. 향후 물체의 속성에 

대한 추가정보의 활용방안 및 초기 클러스터의 적절한 초기값 설정방

안 등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 정밀한 원격탐사 응용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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