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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감독 학습과 공간 유사성을 이용한 비접근 지역의 작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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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new classification metho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semi-supervised
learning with spatial similarity of adjacent pixels is presented for crop classification in inaccessible areas.
Iterative classification based on semi-supervised learning is applied to extract reliable training data from
both the initial classification result with a small number of training data, and classification results of
adjacent pixels are also considered to extract new training pixels with less uncertainty.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a case study of the classification of field crops was carried out using
multi-temporal Landsat-8 OLI acquired in the Daehongdan region, North Korea. From a case study, the
misclassification of crops and forests, and isolated pixels in the initial classification result were greatly
reduced by applying the proposed semi-supervised learning method. In addition, the combination of
classification results of adjacent pixels for the extraction of new training data led to the great reduction of
both misclassification results and isolated pixels, compared to the initial classification and traditional semi-
supervised learning result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ed method would be effectively applied
to classify area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collect sufficient training data.
Key Words : Classification, Crop, North Korea, Semi-supervised learning

요약 : 이 논문에서는 비접근 지역의 작물 분류를 목적으로 준감독 학습에 인접 화소의 공간 유사성 정보

를 결합하는 분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적은 수의 훈련 자료를 이용한 초기 분류 결과로부터 신뢰성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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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북한은 가뭄이 계속되면서 식량 수급에 대한 우

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공식적으로 통계자료

를 발표하거나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농업

현황 정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

라와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와 같은 국

제기관 등에서는 북한의 농업현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하고 있으나, 국내외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내

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농업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이다

(Hong et al., 2012; Hong et al., 2015). 따라서 넓은 작물 재

배 지역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이 용

이한 원격탐사 기술을 이용하여 북한의 객관적인 작황

정보 생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자유로운 현장 실

측이 불가능한 비접근 지역에 해당하는 북한지역에서

는 원격탐사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작황 정보 구축의 일환으로 원격탐사 자료의 분류를

이용한 작물 구분도 제작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어 오고 있다(Wardlow et al., 2007; Mathur and Foody,

2008; Kim et al., 2016). 일반적으로 원격탐사 자료의 분

류에는 감독 분류가 주로 적용되어 왔는데, 감독 분류

결과는 분류 방법론과 훈련 자료의 양과 질에 큰 영향

을 받는다. 그러나 신뢰성 높은 훈련 자료 수집에는 사

전 정보나 시간적/비용적인 한계가 수반된다.

감독 분류에서 요구되는 신뢰성 높은 훈련 자료의 수

집을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방법론

측면에서 능동 학습(active learning: Tuia et al., 2011; Samat

et al., 2016; Wang et al., 2016)과준감독학습(semi-supervised

learning: Bruzzone et al., 2006; Bruzzone and Persello, 2009;

Ma et al., 2016; Romaszewski et al., 2016)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방법론들은 공통적으로 신뢰성 높은 훈련 자

료의 추가를 위해 레이블이 없는 자료를 이용한다. 능

동 학습은 초기 훈련 자료를 이용한 분류 결과로부터 불

확실성이 높은 레이블이 없는 자료를 훈련 후보자로 선

정한 후에 분석자가 개입하여 분류 항목을 할당하는 방

식을 차용한다(Tuia et al., 2009). 그러나 비접근 지역에서

는 현장 조사와 실측 자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분석

자가 개입하여 분류 항목을 할당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

한다. 반면 준감독 학습은 능동 학습과 달리 불확실성

이 낮은 레이블이 없는 자료로부터 새로운 훈련 자료를

생성한다(Camps-Valls et al., 2007). 준감독 학습은 분석

자의 개입 없이 분류 방법이나 분류 결과를 이용하여 분

류 항목을 자동으로 할당하기 때문에 비접근 지역의 작

물 구분도 제작에 더 효과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준감독 학습은 불확실성이 낮은 영역에서 추출한 훈

련 후보자에 분류 항목을 할당하기 때문에 분류 항목의

공간적 경계와 분광 특성이 명확한 경우 우수한 분류 결

과를보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Romaszewski et al., 2016).

그러나 분류 항목 간 분광 특성에 혼재가 존재할 경우

불확실성이 낮은 훈련 후보자 추출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잘못된 분류 결과에 의해 할당된 훈련 자료가 오히려 오

분류를 야기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접근 지역에서 자료 수집의 제약사

항을 고려한 작물 구분도 제작을 목적으로 반복 분류를

통해 훈련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분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된 준감독 학습 기반의 분류 방법론을 제

안하였다. 특히 훈련 자료를 추가할 때 인접한 화소의

분류 항목을 이용함으로써 분광 특성이 혼재되더라도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수의 훈련 자료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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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자료의 추출을 위해 준감독 학습 기반의 반복 분류를 적용하였으며, 새롭게 훈련 자료 추출시 인접한

화소의 분류 항목을 고려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낮은 훈련 자료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북한 대홍단에서 수집

된 다중시기 Landsat-8 OLI 영상을 이용한 밭작물 구분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제안된 분류 방법론의 적용 가

능성을 검토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초기 분류 결과에서 나타난 작물과 산림의 오분류와 고립된 화소가 제

안 분류 방법론에서 완화되었다. 또한 인접 화소의 분류 결과를 고려한 훈련 자료 추출을 통해 이러한 오분

류 완화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초기 분류 결과와 기존 준감독 학습에 비해 고립된 화소도 감

소되었다. 따라서 비접근 지역으로 인해 훈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론이 작물

분류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록 하였다. 제안 방법론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비

접근 지역인 북한 량강도의 대홍단 지역을 대상으로 밭

작물 구분도 제작의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연구 방법

1) 연구 지역 및 사용 자료

사례연구 지역은 북한 량강도에 위치하고 있는 대홍

단으로 대표적인 감자 주산지로 알려져 있다(Fig. 1). 이

지역에서는 감자와 더불어 콩, 옥수수 등도 함께 재배

된다. 대홍단은 약 900m의 해발고도와 우리나라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위도의 영향으로 인해 작물의 파종

시기가 느리고 수확 시기는 빠른 편이다.

사례연구 지역의 작물 분류를 위해 대상 지역의 규모

와 작물을 재배하는 필지 크기를 고려하여 Landsat-8

OLI자료를 이용하였다. 2014년을 대상으로 작물의 파

종부터 수확까지 확인이 가능한 5장의 영상을 수집하

였다(Table 1). 다중 시기 영상들의 상호 비교를 위해

ENVI에서 제공하는 대기보정 모듈인 QUAC(QUick

Atmospheric correction)기법(Bernstein et al., 2012)을 적용

하여 반사율 자료로 변환하였다.

북한은직접방문이어렵고, 농업현황정보에대한통

계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지 않기 때문

에 작물 재배 현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감

독분류를위해우선적으로FAO/WorldFoodProgramme

(WFP)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연구 지역의 주요

작물 재배 현황과 생육주기를 파악하였다(FAO/WFP,

2012). 이를 기반으로 분류 항목으로 봄감자, 가을감자,

옥수수, 콩, 기타작물과 비작물인 시가지, 산림의 총 7가

지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대홍단에서 재배되는 주요 작

물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라고 있는 시기

에 측정한 분광반사율 측정정보(KIGAM, 2007)와 사

례연구 지역을 대상으로 분광특성을 분석한 사전 연구

(Kwak et al., 2016)를 참고하여 훈련 자료와 참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때, 생육주기를 확인할 수 있는 Landsat-8

OLI자료와 더불어 고해상도 영상인 2014년 8월 2일에

촬영된 Pleiades자료를 이용하여 총 510 화소의 훈련 자

료와 8787 화소의 참조 자료를 수집하였다(Table 2). 특

히 연구 지역 전역이 대부분 봄감자와 가을감자로 구성

되어 있어서 해당 항목들의 참조 자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집하였다.

2) 작물 분류 방법론

사례연구 지역에서 다수의 훈련 자료 수집이 어려운

한계를 고려하여 적은 수의 초기 훈련 자료를 이용하는

준감독 학습 기반의 반복 분류 방법론을 감독 분류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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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the case study area with Pleiades imagery.

Table 1.  List of multi-temporal Landsat-8 OLI images used in
this study

Date (yyyy. mm. dd) Path/Row
2014. 05. 30

116/31
2014. 07. 01
2014. 08. 02
2014. 08. 18
2014. 09. 19

Table 2. Numbers of training and reference sets

Class Training set Reference set
Spring potato 107 4466
Fall potato 73 2596
Corn 69 639
Soybean 60 385
Other crop 20 112
Urban 60 238
Forest 121 351
Total 510 8787



로 적용하였다. 이 방법론은 훈련 자료와 레이블이 없

는 자료를 모두 훈련 과정에 사용한다. 우선 시각적 판

독으로 수집된 적은 수의 초기 훈련 자료를 이용한 감

독 분류를 수행하여 초기 분류 결과를 얻는다. 일반적

인 준감독 학습과 마찬가지로, 초기 분류 결과에서 불

확실성이 낮은, 즉 확실하게 분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자료들 중 일부를 훈련 후보자로 선정한 후에 초

기 분류 단계에서 사용한 훈련 자료와 결합하여 새로운

훈련 자료를 구성한다(Camps-Valls et al., 2007; Tan et al.,

2014; Liu et al., 2017). 이렇게 새로운 훈련 자료를 이용함

으로써 분류 결과를 구분하는 결정 경계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후 위의 분류 과정을 특정 종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론은 전통적인 준감독 학습 분

류 방법론에 해당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수의 신뢰성

높은 훈련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훈련 후보자를 선정하

는 과정에 인접 화소간 분류 결과의 유사성을 고려하는

준감독 학습 기반 분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Fig. 2). 기

존 준감독 학습 분류에서는 초기 적은 수의 신뢰성 높은

훈련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반복 분류에 사용한다. 그

러나 분류 항목 간 분광 특성에 혼재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새로운 훈련 자료가 추가되더라도 초기 분류보다

향상된 분류 정확도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분류 결과의

공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훈련 후보자를 결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공간 유사성은 특정 화소를 중심으로 주변 화

소의 분류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의미하며, 구체

적으로는 추출된 훈련 후보자의 분류 항목이 인접 화소

의 분류 결과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토

지 피복은 일반적으로 공간적인 연속성이 존재하기 때

문에 특정 화소 주변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항목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특

성을 공간 문맥 정보(spatial contextual information)라고

한다(Camps-Valls et al., 2007). 따라서 분광 특성만 이용

하는 분류 결과에 비해 공간 문맥 정보를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낮은 새로운 훈련 후보자를 추

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 연구에서 공간 유사성

은 훈련 후보자인 자기 자신과 인접한 8개의 화소를 포

함하여 총 9개의 화소로부터 정의하였다. 연구 지역에

는 비작물인 산림 항목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상 지역의 작물을 효과적으로 구분하

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산림이 과추정되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서 추출되는 산림 항목의 최대 개수를 가장

많이 추출되는 작물 항목의 최대 개수만큼 제한하였다.

준감독 학습 분류를 위한 기본 분류 방법론으로는 기

계학습 알고리즘인 Random forest(RF)를 적용하였다.

RF는 의사결정나무의 심화된 기법으로 하나의 나무가

아닌 여러 개의 나무로 확장시켜 분류를 수행하는 알고

리즘이다(Breiman, 2001). 이 알고리즘은 의사결정나무

의 각 노드에서 모든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입력

변수를 무작위로 선택하기 때문에 의사결정나무의 단

점인 훈련 자료로의 과적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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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classification procedures applied in this study.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F는 먼저 배깅

(Bagging)을 통해 훈련 자료를 임의복원추출하여 원 자

료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나무의 개수만큼 구성한다

(Breiman, 2001). 이후 임의복원추출된 훈련자료를 이용

하여 서로 독립적인 의사결정나무들을 생성하는데, 각

각의 의사결정나무에는 분류 항목이 할당된다. 이때 다

수결 투표(majority vote) 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많이 할

당된 분류 항목을 최종 분류 항목으로 결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RF의 적용을 위해 나무의 개수를 시

범적으로 300개로 설정하였으며, 각 나무의 변수는 최

대 3개까지 선택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RF의 다수결

투표 확률이 높은 화소는 불확실성이 낮다고 간주하여

준감독 학습 방법론의 반복 분류 수행 과정에서 훈련 후

보자로 선정하였다. 이 때 각각 90%, 85%, 80% 이상의

다수결 투표 확률을 임계값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훈련

후보자를 추출하였다. 다수결 투표 확률이 90%를 초과

할 경우, 새롭게 추가되는 훈련 후보자의 수가 매우 적

어 실험에서 제외시켰다.

준감독 학습 기반 반복 분류에 필요한 종료 조건은

이전 분류 결과와 현재 분류 결과의 분류 항목이 다른

화소의 비율이 미리 정의한 특정값보다 작을 경우로 정

의하였다. 사례연구 지역의 전체 면적을 고려하여 시범

적으로 영상 전체의 약 3% 미만을 특정값으로 설정하

였다. 추가적으로 다수결 투표 확률이 높을 때 이전 분

류 결과와의 변화 양상이 특정값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종료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복 분류

를 최대 10회까지만 수행하였다.

3) 분류 정확도 평가

분류 방법론별 비교를 위해 정확도 평가는 초기 감독

분류 수행 결과, 기존 준감독 학습의 분류 결과와 이 연

구에서 제안한 개선된 준감독 학습의 분류 결과를 대상

으로 수행하였다. 분류 정확도의 정량적 검증을 위해 분

류에 사용하지 않은 8787 화소의 참조 자료를 이용하여

오차 행렬을 구성한 후에 전체 정확도, 분류 항목별 사

용자 정확도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량적 검증

이외에 Landsat-8 OLI자료와의 시각적 비교를 통한 정

성적 검증도 수행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토의

1) 작물 분류 결과

Fig. 3은 1) 초기 훈련 자료를 이용한 감독 분류 결과,

2) 기존 준감독 학습의 분류 결과, 3) 이 연구에서 제안

한 공간 유사성을 고려하는 준감독 학습의 분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3(a)에서 제시된 초기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작물 필지 경계부근이 다른 작물로 분류되거

나 작물이 산림으로 오분류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수

결 투표 확률 90% 이상을 기준으로 기존 준감독 학습의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Fig. 3(b)), 초기 분류 결과에 비해

전술한 필지간 경계 부근에서 나타나는 다른 작물이나

산림으로의 오분류 양상이 완화되었다. 제안 방법론

(Fig. 3(e))에서도 역시 전술한 오분류 양상이 완화되었

고, 추가적으로 공간 유사성을 고려함으로써 고립된 화

소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은 초기 분류 결과와 새로운 훈련 후보자 추출

에 서로 다른 다수결 투표 확률을 적용한 기존 준감독

학습과 개선된 준감독 분류 결과를 나타낸다. Fig. 3(b)

와 (e)를 정성적으로 비교하면, 다수결 투표 확률 90%

이상을 이용했을 경우 기존 준감독 학습과 제안 방법론

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다수결 투표 확률

이 높아 공간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불확실성이

낮은 훈련 후보자들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c)와 (d)에 제시된 다

수결 투표 확률 85%와 80% 이상을 이용한 기존 준감독

학습의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다수결 투표 확률 90%

이상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립된 화소가

늘어났으며 다수결 투표 확률이 낮아질수록 옥수수로

분류된 지역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Landsat영상에

서 여러 작물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초기 분

류 결과에서 대부분 옥수수로 분류가 되었다. 이러한 지

역은 다수결 투표 확률의 임계값을 낮게 적용할수록 상

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옥수수 항목이 새로운 훈련

후보자로 추출됨에 따라 옥수수로 오분류된 지역이 늘

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Fig. 3(f)와 (g)에 제시된 다수결

투표 확률의 임계값을 85%와 80%로 설정한 제안 분류

방법론을 보면, 기존 준감독 학습과 다르게 다수결 투

표 확률이 낮아지더라도 고립된 화소가 상대적으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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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준감독 학습에 비해 옥

수수로의 오분류 양상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모

든 항목이 오분류되는 기존 준감독 학습과 달리 산림 항

목에서만 오분류가 나타났다. 이러한 시각적 비교 결과

를 통해 제안 방법론이 기존 준감독 학습에 비해 불확

실성이 낮은 새로운 훈련 자료를 추출함에 따라 실제 영

상과 더 일치하는 분류 결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작물 분류 정확도 평가

Fig. 4는 새로운 훈련 자료의 수의 변화에 따른 세 가

지 분류 결과들의 전체 정확도 변화 양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서로 다른 다수결 투표 확률별 각 분류 항목의

사용자 정확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우선 초기 분류

결과에서 91.30%의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는데, 이는

앙상블 기법인 RF의 우수한 예측 능력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정확도는 검증에 사용

된 자료를 시각적으로 구분이 용이한 필지에서만 수집

한 것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 준감독 학습은 반복 분류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즉 추가되는 훈련 자료의 수가 많아질수록 다수결 투표

확률값의 차이와 상관없이 첫 번째 반복 분류에서 전체

정확도가 크게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Fig. 4). 이와 달리 제안 방법론은 첫 번째 반복 분류에

서 전체 정확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전체

정확도가 계속 증가하는 향상을 보였다. Fig. 4(a)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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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lassification results: (a) initial RF classification, (b-d) traditional semi-supervised learning
with different thresholding values of majority vote probability ((b) 90%, (c) 85%, and (d) 80%),
and (e-g) proposed semi-supervised learning with different thresholding values of majority
vote probability ((e) 90%, (f) 85%, and (g) 80%).



시된 다수결 투표 확률 90% 이상을 적용한 결과에서는

기존 준감독 학습과 제안 방법론의 전체 정확도는 각각

93.27%와 94.73%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1.54%p로 크지

않았다. Table 3에서 분류 항목별 정확도를 살펴보면, 다

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을감자에서 가장 큰 차이

를 보였는데, 제안 방법론이 초기 분류 결과와 기존 준

감독 학습에 비해 각각 6.13%p와 4.4%p의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실제 영상과 비교해보면, 초기 분류

결과에서는 작물 재배지의 경계 지점에서 작물의 오분

류가 크게 나타났는데 제안 방법론에서는 이러한 오분

류가 완화되어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반면 기타작물에

서는 기존 준감독 학습과 제안 방법론의 분류 정확도가

초기 분류 결과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기타

작물은 연구 지역에서 가장 소수에 해당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정확도 차이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이 외에 분류 항목들에서는 대부분 유사

한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Fig. 4(b)와 (c)를 살펴보면, 다수결 투표 확률 85% 이

상에서는 기존 준감독 학습과 제안 방법론의 전체 정확

도는 각각 92.66%와 94.70%로 2.04%p의 차이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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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s of overall accuracy and the number of training data per each iteration with respect
to the different thresholding values of majority vote probability ((a) 90%, (b) 85%, and (c) 80%).

Table 3.  Class-wise accuracy statistics of different classifiers

Classification
method

Majority vote
probability (%)

Class-wise accuracy (%)
Spring potato Fall potato Corn Soybean Other crop Urban Forest

Initial RF – 94.07 85.67 97.03 93.25 85.71 100 100

Traditional 
semi-supervised 
learning

80 96.66 77.70 98.90 94.55 0.89 100 97.72
85 96.93 85.98 98.90 95.58 0.89 100 97.44
90 96.62 87.40 98.12 94.81 30.36 100 99.15

Proposed 
semi-supervised 
learning

80 97.47 93.45 98.28 92.73 25.89 100 99.15
85 96.75 93.18 98.44 92.73 8.04 100 99.15
90 96.66 91.80 97.97 94.55 41.07 100 99.72



으며, 다수결 투표 확률 80% 이상에서는 각각 90.04%와

95.37%로 5.33%p의 차이를 보였다. 다수결 투표 확률이

낮아질수록 기존 준감독 학습과 제안 방법론의 전체 정

확도의 차이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기존 준

감독 학습에서 다수결 투표 확률이 낮을수록 상대적으

로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에서 새로운 훈련 자료가 추가

되어 정확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 결과로 해석

된다. 반면 제안 방법론은 다수결 투표 확률이 낮아지더

라도 공간 유사성을 고려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확실

성이 낮은 영역에서 새로운 훈련 자료 추가가 가능해져

정확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준감독 학습은 이전 분류 결과의 불확실성 지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훈련 자료를 추가하기 때문에, 기존 준

감독 학습은 불확실성이 낮은 영역에서 새로운 훈련 자

료가 추가되면서 발생한 오분류가 이후 반복 분류에 계

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Table 3에서 다수결 투표 확률

80%와 85% 이상의 분류 항목별 정확도를 살펴보면, 가

을감자에서 제안 방법론이 초기 분류 결과와 기존 준감

독 학습에 비해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고, 다수결

투표 확률 85% 이상보다 80% 이상에서 그 차이가 더욱

두드러졌다. 그 외 항목들은 다수결 투표 확률 90% 이

상의 분류 결과와 유사한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Fig. 4에서 기존 준감독 학습과 제안 방법론의 다수결

투표 확률에 따른 훈련 자료의 수를 살펴보면, 다수결

투표 확률 90% 이상에서 각각 8714개와 4643개로 약

1.87배의 차이를 보였고, 다수결 투표 확률 85%와 80%

에서는 각각 약 2.76배와 2.90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연

구의 분류 방법인 RF는 앙상블 기법으로 변수의 개수

와 훈련 자료의 수가 증가할수록 분류에 소요되는 시간

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존 준감독 학습보다 제

안 방법론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의 훈련 자료를 이

용하여 더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임으로써 효율성 측면

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정량적 분석 결과에서 제안 방법론은 가을감자에서

는 향상된 정확도를 보였지만, 봄감자, 콩, 옥수수 등에

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정확도 향상을 보이지 않았다.

연구지역에 대한 사전 정보의 부족으로 참조 자료를 분

류 항목간 혼재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만 시각적 판독

을 통해 수집했기 때문에, 정량적 정확도 검증 통계 분

석만으로는 작물간 혼재가 발생한 지역에서 검증에 한

계를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분류 결과를 원 영

상과의 정성적 비교를 해보면, 제안 기법이 초기 분류

결과와 기존 준감독 학습 분류 결과에 비해 각기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필지간 경계 부근에서 나타나는 다른

작물이나 산림으로의 오분류를 완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접근 지역에서의 정량적 검증의 한

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훈련 자료의 확보가 어

려울 경우 제안 기법이 작물 구분도 제작에 효율적이라

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작물 구분도 제

작을 목적으로 준감독 학습 알고리즘에 공간 유사성을

고려하는 분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분류 방법

은 적은 수의 초기 훈련 자료를 이용한 분류 결과로부

터 신뢰성 높은 훈련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 준감독 학

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고, 기존 준감독 학습과는 다르

게 좀 더 불확실성이 낮은 영역에서의 훈련 후보자 추

출을 위해 인접 화소의 분류 결과와의 일치도를 나타내

는 공간 유사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북한의 대표적인 감자 주산지인 량강도의 대홍단 지

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결과, 초기 분류 결과

에서 나타난 작물 재배 필지 경계에서의 다른 항목으로

의 오분류 양상이 제안 기법을 통해 완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간 유사성으로 고려함으로써 기

존 준감독 학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낮은 훈

련 후보자를 추출함으로써 고립된 화소의 수를 줄일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전체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기존 준감독 학습 분류 방법에 비해 제안 방법이

반복 분류를 통해 수집되는 훈련 자료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정확도 높은 분류 결과를 보여 효율성 측

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된 준감독 학습은 기본적으

로 준감독 학습의 틀을 유지하기 때문에 준감독 학습이

가지는 초기 훈련 자료에 의한 오분류의 영향을 여전히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새롭게 훈련 후보자가 추가되더

라도 기존 초기 분류에 의해 설정된 결정 경계를 올바

르게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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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초기 분류에 의한 결정 경계에 위치하는 불확실

성이 높은 화소를 훈련 후보자로 선정하는 능동 학습의

개념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논문에서 제안

한 개선된 준감독 학습과 능동 학습의 개념을 통합한 새

로운 분류 방법론 개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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