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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esents an extraction method for water body which uses block-based image
partitioning and extension of water body boundari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supervised
classification for water body extraction. The Mahalanobis distance image is created by computing the
spectral information of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NDWI) and Near Infrared (NIR) band images
over a training site within the water body in order to extract an initial water body area. To reduce the effect
of noise contained in the Mahalanobis distance image, we apply mean curvature diffusion to the image,
which controls diffusion coefficients based on connectivity strength between adjacent pixels and then
extract the initial water body area. After partitioning the extracted water body image into the non-
overlapping blocks of same size, we update the water body area using the information of water body
belonging to water body boundaries. The update is performed repeatedly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statistical distance between water body area belonging to water body boundaries and the training site is
not greater than a threshold value. The accuracy assessment of the proposed algorithm was tested using
KOMPSAT-2 images for the various block sizes between 11×11 and 19×19. The overall accuracy and
Kappa coefficient of the algorithm varied from 99.47% to 99.53% and from 95.07% to 95.80%,
respectively.

Key Words : Water Body Extraction, Mahalanobis Distance, Supervised Classification, Mean
Curvature Diffusion

요약 : 본 논문에서는 수계 영역의 감독 분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블록 기반의 영상 분할과 수계 경

계의 확장을 이용하는 수계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초기 수계 영역을 추출하기 위하여 수계 훈련 지역의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NDWI) 및 Near Infrared (NIR) 밴드 영상의 분광 정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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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계(water body)는 수자원, 환경, 홍수 재해 분야 등

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로 위성 원격 탐사를 이용한 지

표 분석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Zhou et

al., 2014; Yang et al., 2015; Zhang et al., 2016; Kim et al.,

2015). 광학 영상을 이용한 수계 검출의 대표적인 방법

은 녹색 밴드와 근적외선 밴드를 이용하여NDWI 영상

을 생성한 후에 임계값을 적용하여 수계를 검출한다

(Mcfeeters, 1996). 이 방법은 인공지물이 존재하는 지역

의 수계 검출에서는 인공지물의 일부가 수계로 검출되

는 성능 저하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NIR 밴드 대신에 중적외선(middle infrared) 밴드를 이용

해서 수정된 NDWI를 이용하는 방법 (Xu, 2006)과

NDWI 영상과NIR 밴드 영상에 대한 통계적인 분광 분

석을 통해 수계를 검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Ye,

2015a). 한편, 레이더 영상을 이용한 수계 검출을 위해

수계와 비수계의 후방 산란 특성의 차를 분석하여 수계

를 검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Kuenzer et al., 2013;

Martinis et al., 2015; Ye, 2015b).

광학 영상 혹은 레이더 영상을 이용하여 수계를 검출

하기 위해서는 수계의 분광 특성 혹은 후방 산란 특성

을 대표하는 훈련 지역의 분석이 필요하다. 감독 분류

에서 훈련 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훈련 지역이 포함되는

클래스의 특성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훈련 지역을 선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수계는 비수계 지역에 비

해 영상에서 상대적으로 균일한 분광 특성을 가지는 것

으로 보일 수 있으나 수계 안에서도 수계의 상태와 위

치에 따라 서로 다른 분광 특성을 가질 수 있다. 호수 등

과 같이 정적인 수계에 비해 강과 같이 수계의 움직임

이 있고 수계와 비수계의 경계 상태가 수계 위치에 따

라 다양하게 변하는 경우에는 수계를 대표하는 훈련 지

역을 선정하기가 어렵다. 특히 홍수로 인한 급격한 수

계 변화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계를 대표하는 훈련 지역

선정이 더욱 어렵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광학 영상에서 강과 같이 수계 상태가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경우에도 수계를 대표하는 분광 특

성을 추정하고 수계를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먼

저 수계 영역의 분광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계 내

부 및 수계 경계선 부근의 분광 특성 차이를 소개하고

이어서 초기 수계 영역 분류 기법을 제시하였다. 초기

수계 영역 분류 결과를 이용해서 수계 경계 부근의 수

계 검출 방법을 제시하고 제안하는 수계 검출 방법의 성

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KOMPSAT-2 다중분광영상을

이용하여 수계를 검출한 후에 수계 검출 정확도를 분석

하였다.

2. 연구 방법

1) 수계 영역의 분광 특성

감독 분류의 경우 훈련 지역(training site)의 선정 위치

또는 크기에 따라 훈련 지역의 분광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수계 영역의 경우 낮은 반사도로 인해 수계와 비

수계가 영상에서 육안으로 쉽게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

나 실제로는 영상에서 대표적인 수계 훈련 지역을 선정

하는 것은 쉽지 않다.

Fig. 1(a)는 수계 영역 내에서 훈련 지역 두 곳을 선정

한 예를 보여준다. Site A는 수계와 비수계가 비교적 명

확히 구분되는 수계 영역의 내부에, Site B는 위쪽 및 우

측 방향으로 수계와 비수계의 경계가 점진적으로 변화

는 경계 근처에 놓여 있다. 두 훈련 지역 Site A와 Site B

는 모두 수계 영역에 속하지만 Site A의 밝기값 평균(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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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alanobis 거리 영상을 생성한다. Mahalanobis 거리 영상에 포함된 잡음 성분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

해서 인접한 화소의 연결 강도에 의해 확산 계수가 제어되는 평균 곡률 확산을 적용한 후에 초기 수계 영역

을 추출한다. 추출된 수계 영상을 같은 크기의 블록으로 분할한 후에 수계 경계에 속하는 수계 영역의 정보

를 이용하여 수계 영역을 갱신한다. 수계 경계에 속하는 수계 영역과 수계 훈련 지역 사이의 통계적인 거리

가 임계값 이하이면, 수계 영역 갱신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KOMPSAT-2 영상에 적

용한 결과 블록 크기가 11×11에서 19×19사이인 경우에 overall accuracy는 99.47%에서 99.53%, Kappa

coefficient는 95.07%에서 95.80%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 2.57)과 표준편차(σA = 0.98)은 Site B의 밝기값 평균

(mA = 9.91)과 표준편차(σA = 5.77)과는 많은 차이가 있

다. Fig. 1(b)는 두 훈련 지역의 밝기값이 정규분포를 따

른다고 가정할 때의 학률밀도함수를 보여준다. Site A의

화소 밝기값의 분포가 3σA이내에 존재한다고 하면 최

대값(mA + 3σA = 5.51)보다 큰 밝기값을 가지는 Site B

의 대부분의 화소들은 Site A의 클래스로 분류되지 않는

다. 즉, 수계와 비수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수계 영역 내

부의 훈련 지역을 이용해서 분류를 할 경우 수계의 경

계에 가까이 존재하는 화소는 수계로 분류되지 않을 가

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수계 영역의 이런 특성을 고려하고 수계 내부와 더불

어 수계 경계 부근의 화소를 분류하기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먼저 수계 영역 내부의 훈련 지역을 이용해서 초

기 수계 영역을 분류한 후에 분류된 초기 수계 영역을

반복적으로 확장하여 경계 부근의 수계도 함께 검출하

고자 한다.

2) 초기 수계 영역 분류

광학 영상의 초기 수계를 검출하기 위해NDWI 영상

과 NIR 밴드 영상의 두 화소로 구성된 특징 벡터에 대

한Mahalanobis 거리 기반의 분광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Ye, 2015a). 이 방법은 기존의 NDWI 방식보다 수계 분

류 정확도가 높은 방법으로 수계 화소의 낮은NIR 분광

특성을NDWI와 함께 사용하여 도시 지역을 포함한 고

해상도 위성 영상의 수계 분류에 유용한 방법이다. 수

계 훈련 지역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모든 영

상 화소의Mahalanobis 거리를 계산하여Mahalanobis 거

리 영상을 생성한다.

Mahalanobis 거리 영상은 화소의 분광 정보에 기초

하여 생성되나 화소의 공간적인 관계 정보는 이용하지

않는다. 화소의 공간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거리 영상

에 포함된 잡음 성분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

접한 화소의 연결 강도(connectivity strength)에 의해 확

산 계수가 제어되는 평균 곡률 확산 방법을 적용한다

(Ye, 2015c). 영상의 (x, y)위치에서의 확산 전후 화소 밝

기값을 I0
n(x, y), I0

n + 1(x, y) 이라 하면 확산 후의 화소 밝

기값 I0
n + 1(x, y)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I0
n + 1(x, y) = m0·I0

n(x, y) + mp·Ip
n(x, y)           (1)

      m0 = 1 _ mp

      mp =  

m0와 mp는 중심 화소와 이웃 화소에 대응하는 확산

필터의 계수이며 연결 강도 함수g(I0
n(x, y), Ip

n(x, y))는 중

심 화소와 인접한 이웃 화소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함수

이다. 연결 강도 함수 g(I0
n(x, y), Ip

n(x, y))는 중심 화소의

4-neighbour 화소들과 이웃 화소의 4-neighbour 화소들

8
∑

p = 1

8
∑

p = 1

1
| Ip

n(x, y)|2 + h·g(I0
n(x, y), Ip

n(x, y))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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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between training sites (a) Site A is located at the center of water body, while Site B is located near the boundary
of water body and non-water body (b) probability density functions of Site A (mA is 2.57 and σA is 0.98) and Site B (mA is 9.91
and σB is 5.77).

(a) (b)



간의 통계적인 유사도가 높으면 증가하고, 유사도가 낮

으면 감소하는 특성을 가진다.

확산 후의 영상에서 수계 훈련 지역의 평균 밝기값

m0와 표준편차 σ0를 구한 후에 수계 및 비수계 화소를

결정하는 초기 임계값 T0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T0 = m0 + ασ0 (α is a constant)                   (2)

초기 수계 분류 영상 I0(x, y)는 확산 후의 영상 화소

밝기값 I(x, y)와 초기 임계값 T0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

이 결정된다.

                   I0(x, y) = {                      (3)

3) 수계 경계 부근의 수계 화소 검출

수계 및 비수계 화소로 구성된 초기 수계 분류 영상

I0(x, y)를 반복적으로 갱신할 때, 갱신 시기 t의 영상을

Fig. 2와 같이N×N 크기의 블록으로 분할한 후에 k번째

블록 안의 (x, y) 위치에서의 화소 밝기값을 It
k (x, y)라 할

때 함수 Bt
k(x, y)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Bt
k(x, y) = {   (4)

함수 Bt
k(x, y) 는 k번째 블록 안의 (x, y) 위치에 존재하

는 화소의 수계 여부를 판정하는 함수이다. k번째 블록

의 전체 화소 개수에 대한 수계 화소 개수의 비 TB는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

                                  TB =                                    (5)

                         Pt
k = Bt

k (x, y)                           (6)

여기서 Pt
k는 k번째 블록에 존재하는 수계 화소의 개

수이다. 갱신 시기 t의 영상에서 블록의 전체 개수가 K

일 때, 수계 화소들의 평균 밝기값 mt와 표준편차 σt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mt =                (7)

1  if I (x, y) < T0

0  otherwise

1  if It
k (x, y) belongs to water body area

0  if It
k (x, y) belongs to non - water body area

Pt
k

N×N

N
∑

x = 1

N
∑

y = 1

Bt
k (x, y)·It

k (x, y)

Pt
k

N
∑

x = 1

N
∑

y = 1

K
∑

k = 1
K
∑

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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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 of the block-based partitioning of initial water
body image. The white pixels represent the initial water
body area.

Fig. 3. Examples of the partitioned blocks of the size of 9 x 9 after image partitioning. The white and black colors represent water body
pixels and non-water body pixels, respectively (a) TB = 11/81 = 0.14 (b) TB = 66/81 = 0.82.

(a) (b)



     σt =             (8)

Fig. 3은 블록 기반의 영상 분할 후의 9×9크기의 블

록의 예로 총 81개의 화소 가운데 수계 화소(흰색)의 개

수가 Fig. 3(a)는 11개, Fig. 3(b)는 66개로 수계 화소 비 TB

는 각각 11/81=0.14, 66/81=0.82인 경우를 보여준다.

수계 경계에 위치하는 블록만을 고려하기 위해서 앞

서 정의한 수계 화소 비 TB에 대한 하한 경계값 TL과 상

한 경계값 TH를 이용하여 함수 It
k (x, 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t
k (x, y) = {                     (9)

수계 화소 비 TB의 하한 및 상한 조건을 반영한 전체

수계 경계 블록 내부의 수계 화소의 평균 밝기값 mt 와

표준편차 σt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mt =     (10)

σt =       (11)

갱신 시기 t의 영상에서 수계 화소 비 TB의 조건을 반

영한 평균 밝기값 mt 와 표준편차 σt 을 이용하여 수계 및

비수계 화소를 결정하는 임계값 Tt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Tt = mt + α·σt (α is a constant)               (12)

수계 분류 영상 gt(x, y)는 화소 밝기값 It
k (x, y)와 임계

값 Tt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gt(x, y) = {                    (13)

즉, 수계 화소 비 TB의 조건을 만족하는 수계 경계에

위치하는 전체 블록 내부의 수계 화소의 평균 밝기값 mt

와 표준편차 σt 로 결정되는 임계값 Tt보다 작은 경우에

수계 화소로 분류한다.

초기 수계 훈련 지역과 수계 경계에 위치하는 블록

내부 수계의 통계적인 특성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

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갱신 과정 중에 일정 시점에서

갱신 과정을 중단하여야 한다. 수계 내부와 수계 경계

의 통계적인 특성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갱신 시기

t일 때의 수계 경계에 위치하는 블록 내부의 수계를 클

래스 Ct, 초기 수계 훈련 지역 클래스를 C0라 할 때, 두

클래스의 통계적인 거리 D(C0, Ct)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D(C0, Ct) = 2·(1 _ e _B(C0, Ct))                 (14)

   B(C0, Ct) =  (m0
_ mt)2   +   ln ( )  (15)

 BBh(C0, Ct) =  (m0
_ mt)2   +   ln ( ) (16)

두 클래스의 통계적인 거리 D(C0, Ct)는 Jeffries-

Matusita distance와 같은 형태이나 식 (16)과 같이 주어

지는 Bhattacharyya distance BBh(C0, Ct)를 사용하는 대신

에 평균 차(difference)를 포함하는 첫 번째 항의 가중치

를 50% 줄인 식 (15)를 사용한다. 갱신 시기 t일 때의 두

클래스 C0와 Ct의 통계적인 거리 D(C0, Ct)가 임계값 TD

보다 크게 되면 갱신을 종료한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Chad의 수도인N’Jamena의 일

부를 2010년 6월 22일에 촬영한 KOMPSAT-2 다중분광

영상으로 먼저 Green 밴드 영상과 NIR 밴드 영상을 이

용하여 NDWI 영상을 생성하였다(Fig. 4). NDWI 영상

과NIR 밴드 영상으로 구성된 특징 벡터를 생성하고 수

계 훈련 지역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계산한 후에 각 영

상 화소에 대한 Mahalanobis 거리 영상을 생성한 후에

임계값을 적용하여 수계 영역을 추출하였다(Fig. 5(a)).

생성된 Mahalanobis 거리 영상에 대해 화소 연결 강도

기반의 평균 곡률 확산 필터링을 수행하여Mahalanobis

거리 영상에 포함된 잡음 성분을 제거하였다(Fig.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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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Experimental KOMPSAT-2 red band image of N’Jamena in Chad (June 22, 2010) (b) NDWI image.
(a) (b)

Fig. 5. Water body image obtained after applying the threshold value 25 to the distance image and smoothed distance image (a) the
Mahalanobis distance image (b) the smoothed distance image obtained by connectivity strength-based mean curvature diffusion
(the number of iteration is 20) (c) the enlarged image on the right side of water body in Fig. 5(a) (d) the enlarged image on the
right side of water body in Fig. 5(b) (e) the difference image between Fig. 5(c) and Fig. 5(d).

(e)

(a) (b)

(d)(c)



Fig. 5(a)의 위쪽에 위치하는 인공지물 영역에서 수계 지

역으로 오분류된 다수의 화소들이 필터링 이후에 제거

되었고 확대 영상인 Fig. 5(c)와 (d)를 보면 수계 내부 및

수계 영역 주변의 잡음 성분도 제거되었음을 볼 수 있

다. Fig. 5(e)는 Fig. 5(c)와 (d)의 차 영상으로 흰색으로 표

시된 화소는 필터링 이후 제거된 화소를 나타낸다.

Fig. 6(a)는 Mahalanobis 거리 영상에서 훈련 지역의

평균 m0 및 표준편차 σ0에 의해 식 (2)와 같이 결정되는

임계값 T0 = m0 + 3·σ0보다 작은 화소를 수계로 분류한

초기 수계 추출 결과를 보여준다. Fig. 6(c)는 Fig. 6(a)의

좌측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수계 경계선에 가까운 화소

들의 일부는 수계로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Fig. 6(b)는

Mahalanobis 거리 영상을 5×5크기의 블록으로 분할하

고 초기 수계 훈련 지역 클래스 C0와 블록 내부 수계 클

래스 Ct 사이의 통계적인 거리가 임계값 (TD = 1.2)보다

작은 조건하에서 수계 영역을 반복적으로 갱신한 결과

를 보여준다. Fig. 6(b)의 좌측 영역을 확대한 Fig. 6(d)의

결과를 보면 수계 경계선 부근의 화소들까지 수계 영역

으로 검출되었음을 볼 수 있다.

Fig. 7은 다양한 블록 크기에 따른 최종 수계 영역 갱

신 후의 수계 경계에 위치하는 블록 내부의 수계 화소

검출 결과를 보여준다. 블록 내부의 수계 화소의 비율

인 TB의 하한 경계값은 TL = 0.2, 상한 경계값은 TH = 0.8
로 설정하였다. 블록들 가운데 경계에 인접한 경우를 찾

기 위해서 하한 및 상한 경계값을 설정하였으며 수계 화

소 비율이 20% 이하이거나 80% 이상인 경우는 수계 경

계가 블록 내부에 일부만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블록을 수계 경계 블록에서 제외하였다. 수계 경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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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s of water body extraction (a) the initial water body image obtained using the initial threshold value calculated by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raining site (b) the proposed method (the size of block is 5 x 5 and the threshold value TD is 1.2) (c)
the enlarged image on the left side of water body in Fig. 6(a) (d) the enlarged image on the left side of water body in Fig. 6(b).

(c) (d)

(b)(a)



치하는 블록 내부의 수계 평균 밝기값 mt와 표준편차 σt

는 식 (12)의 수계 및 비수계 화소를 결정하는 임계값 Tt

와 식 (15)의 수계 내부와 수계 경계의 통계적인 거리 계

산에 사용된다.

Fig. 8은 블록 크기에 따른 최종 갱신 단계의 수계 경

계에 위치하는 블록 내부의 수계 평균 밝기값 mt, 표준

편차 σt 그리고 수계 및 비수계 화소를 결정하는 임계값

Tt을 보여준다. 블록 내부의 수계 평균 밝기값 mt 는 블

록 크기가 달라져도 거의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반면에

표준편차 σt 는 블록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다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블록 크기가 커짐에 따라 블록

내부의 수계 화소 가운데 수계 중심에 가까운 화소들이

보다 많이 포함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된다. 결

과적으로 블록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임계값 Tt는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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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nge of threshold valu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ccording to various block sizes in the range 5 x 5 to 19
x 19.

Fig. 7. Water body pixels belonging to the blocks of various sizes satisfying the condition (TL = 0.2) < TB < (TH = 0.8) (a) 7 x 7 (b) 11 x
11 (c) 15 x 15 (d) 19 x 19.

(c) (d)

(b)(a)



편차 σt 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9는 블록 내부의 수계 화소의 하한 경계값과 상

한 경계값을 각각 TL = 0.2, TH = 0.8로 설정하고 초기 수

계 훈련 지역 클래스와 블록 내부 수계 클래스 사이의

통계적인 거리 임계값을 TD = 1.2로 설정했을 때의 네

가지 블록 크기에 따른 수계 분류 결과이다. 블록 크기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계 경계선 부근의 화소들까지

수계 영역으로 검출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임계값 TD는 초기 수계 훈련 지역 클래스와 블

록 내부 수계 클래스 사이의 통계적인 거리가 수계 영

역 갱신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혹은 급진적으로 변하는

정도에 따라 주의 깊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두 클래스

의 통계적인 거리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경우에 임계값

TD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면 갱신 과정이 과도하게

진행되어 실제 수계 경계선을 벗어나는 영역까지 수계

영역으로 검출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두 클래스의 통

계적인 거리가 급진적으로 변하는 경우에 임계값 TD가

Water body extraction using block-based image partitioning and extension of water body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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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Water body images obtained by the proposed method according to various block sizes (TL = 0.2, TH = 0.8, TD = 1.2) (a) 7 x 7
(b) 11 x 11 (c) 15 x 15 (d) 19 x 19.

(c) (d)

(b)(a)

Table 1. Accuracy assessment according to various block sizes
Block Size Overall Accuracy (%) Kappa Coefficient (%)

5 × 5 99.47 95.07
7 × 7 99.53 95.71
9 × 9 99.47 95.11

11 × 11 99.53 95.80
13 × 13 99.53 95.80
15 × 15 99.53 95.80
17 × 17 99.53 95.80
19 × 19 99.53 95.80
21 × 21 99.27 92.95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면 갱신 과정이 충분히 진행되

기 전에 수계 영역 갱신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수계 검출 결과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 영상에서

random sampling 방법으로 총 1,500개의 기준 화소를

추출한 후에 각 기준 화소를 수계 검출 결과 영상과 비

교하여 검출 결과에 대한 overall accuracy와 Kappa

coefficient를 계산하였다. 기존의 NDWI 방법의 경우

overall accuracy가 98.40%, Kappa coefficient는 83.39%를

보였고 수계 내부에 설정한 초기 수계 훈련 지역에 기

반한 분류 결과에서는 overall accuracy가 99.20%, Kappa

coefficient는 92.17%의 정확도를 보였다. 반면 제안한

방법의 경우 Table 1에서와 같이 블록 크기가 11×11에

서 19×19사이인 경우, overall accuracy는 99.47%에서

99.53%의 정확도를 보였고, Kappa coefficient는 95.07%

에서 95.80%의 정확도를 보였다. 제안한 방법은 블록

크기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앞의 두 방법에 비해

우수한 분류 정확도를 보였고 특히 Kappa coefficient의

정확도가 보다 향상되었다. 블록 크기가 더욱 커져서

21×21인 경우에는 overall accuracy는 99.27%, Kappa

coefficient는 92.95%의 정확도를 보여 수계 내부에 설정

한 초기 수계 훈련 지역에 기반한 분류 결과보다 근소

하게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블록 크기가

과도하게 클 경우에는 수계 경계에 가까운 화소보다 수

계 내부에 속하는 화소들이 블록 내부의 수계 클래스 Ct

에 상대적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수계 경계 근

처의 블록 설정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초기 수계 훈

련 지역에 기반한 분류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게 된다.

Fig. 10은 네 가지 블록 크기에 대해 초기 수계 훈련

지역 클래스 C0와 블록 내부의 수계 클래스 Ct 사이의

통계적인 거리 D(C0, Ct)의 갱신 횟수 증가에 따른 변화

를 보여준다. 블록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7×7크기의

경우, 최초의 두 클래스의 통계적인 거리 D(C0, Ct)은
0.862로 다른 블록 크기의 경우보다 큰 값으로 시작된

다. 이는 7×7크기의 경우 수계 경계 부근의 화소들이

블록 내부의 수계 클래스 Ct 에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

기 때문이다. 반면 블록 크기가 11×11에서 19×19사이

인 경우에는 D(C0, Ct)가 0.748에서 0.764 사이의 값을

보여 7×7크기의 블록의 경우보다 작은 값을 보였다. 이

는 Fig. 7의 블록 내부의 수계 화소 검출 결과에서 보듯

이 블록 크기가 커지면 블록 내부의 수계 클래스 Ct)에

수계 내부의 화소들이 상대적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두 클래스의 통계적인 유사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

편, 갱신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블록 크기가 상대적으

로 작은 경우에는 비교적 급격하게 D(C0, Ct)가 증가하

면서 짧은 갱신 횟수 동안에 갱신 종료 임계값 TD에 도

달하고 블록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D(C0, Ct)
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갱신 종료 임계값 TD에 도달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able 1의 블록 크기에 따른

분류 정확도를 함께 고려할 때 수계 경계 부근의 수계

화소 검출을 위한 적정한 블록 크기는 11×11에서

19×19사이의 크기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계 영역의 감독 분류 성능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초기 수계 영역을 수계 경계 부근으로 확

장하는 수계 검출 방법을 제안하였다. 초기 수계 영역

을 분류하기 위하여 수계 훈련 지역의NDWI 및NIR 밴

드 영상 밝기값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Mahalanobis 거리 영상을 생성하였다. Mahalanobis 거리

영상에 포함된 잡음 성분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접한 화소의 연결 강도에 의해 확산 계수가 제어되는

평균 곡률 확산 방법을 적용하였다.

수계 및 비수계 화소로 구성된 초기 수계 분류 영상

을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분할한 후에 수계 경계에 위

치하는 수계 화소의 평균 밝기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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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hange of the proposed distance with four different
block siz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iterations.



여 임계값을 계산하고 이 임계값보다 작은 경우에 수계

화소로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초기

수계 영역과 각 갱신 단계의 수계 경계에 속하는 수계

영역 사이의 통계적인 거리를 계산하고 임계 거리를 벗

어나는 경우에는 갱신 과정을 중단하여 수계 내부와 수

계 경계의 통계적인 특성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KOMPSAT-2 다중분광영상을 이용한 실험에서 기

존의NDWI 방법의 수계 분류 결과는 overall accuracy가

98.40%, Kappa coefficient는 83.39%를 보였고 수계 내부

에 설정한 수계 훈련 지역을 이용한 초기 수계 분류 결

과에서는 overall accuracy가 99.20%, Kappa coefficient는

92.17%의 정확도를 보였다. 반면 제안한 방법은 블록

크기가 에서 사이인 경우, overall accuracy는 99.47%에서

99.53%의 정확도를 보였고, Kappa coefficient는 95.07%

에서 95.80%의 정확도를 보여 앞의 두 방법에 비해 우

수한 분류 정확도를 보였고 특히 Kappa coefficient의 정

확도가 보다 향상되었다.

감독 분류 방법이 일반적으로 특정 클래스의 훈련 지

역 정보를 일회적으로 사용하는데 반해 본 논문에서는

수계 내부 훈련 지역의 정보를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수

계 경계에 속하는 수계 영역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계 영역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감독 분류 방법을 제

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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