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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작물 재배지의 분류를 목적으로 능동 학습과 과거 토지 피복도 기반의 시간 문맥 

정보를 결합하는 분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신뢰성 높은 훈련 자료의 추출을 위하여 능동 학습 

기반 반복 분류를 적용하였으며, 과거 토지 피복도의 작물 재배 규칙을 시간 문맥 정보로 정량화

하여 능동 학습 기법의 적용시 훈련 자료의 할당과 작물 간 분광학적 혼재 효과 완화에 이용하였

다. 제안 분류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Illinois 주의 옥수수와 콩 재배지역의 

구분을 목적으로 MODIS 시계열 식생지수 자료와 과거 cropland data layer(CDL) 자료를 이용

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초기 감독 분류 결과에서 나타났던 옥수수와 콩의 오분

류와 기타 작물과 비작물의 오분류 양상이 능동 학습 기반 반복 분류를 통해 완화되었다. 그리고 

CDL 자료로부터 추출한 시간 문맥 정보를 추가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주요 작물에서 나타나는 과추

정 양상이 완화되어 가장 우수한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안 기법이 양질의 훈련 자

료의 확보가 쉽지 않은 작물 재배지의 분류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능동 학습, 분류, 작물, 식생지수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classification metho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active learning 

with temporal contextual information extracted from past land-cover maps for the 

classification of crop cultivation areas. Iterative classification based on active learning is 

designed to extract reliable training data and cultivation rules from past land-cover maps 

are quantified as temporal contextual information to be used for not only assign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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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data but also relaxation of spectral ambiguity.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classification method proposed in this paper, a case study with MODIS time-series 

vegetation index data sets and past cropland data layers(CDLs) is carried out for the 

classification of corn and soybean in Illinois state, USA. Iterative classification based on 

active learning could reduce misclassification both between corn and soybean and 

between other crops and non crops. The combination of temporal contextual information 

also reduced the over-estimation results in major crops and led to the best classification 

accuracy. Thus, these case study results confirm that the proposed classification method 

can be effectively applied for crop cultivation areas where it is not easy to collect the 

sufficient number of reliable training data. 

KEYWORDS : Active Learning, Classification, Crop, Vegetation Index

서  론

최근 이상고온, 가뭄, 홍수 등 이상 기후 현

상으로 농업 분야에서는 생산량 변동에 의한 

작물 가격 변동과 작물 수급 불안정 등의 문제

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 분야의 상황은 

식량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업 환경정보 구축이 중요하게 되었다

(Tubiello and Fischer, 2007; Lee et al., 
2008; Mun and Lee, 2008; Kim and Yeom, 

2012; Kim et al., 2014; Zhong et al., 2014). 

농업 환경정보 구축을 위해 자료의 가용성과 

재배 지역, 작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기성과 광역성을 갖는 원격탐사 자료는 지속

적인 작황 정보 구축과 모니터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작황 

정보 구축의 일환으로 작물 구분도 제작과 작

황 예측 모델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Zhao et al., 2005; Lee and Park, 2011), 

특히 작물 구분도는 재배 면적 산출이나 작황 

예측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입력 자료로 활용성

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Kim et 
al., 2014; McNairn et al., 2014). 

주요 곡물 수입국 작황의 조기 예측을 위해 

작물 구분도는 예측을 위한 재배면적을 제공하

고, 위성의 자료값 추출을 위한 작물 마스크 등

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작물 구분

도의 조기 제작은 매우 중요하다(Kim et al., 
2014). 원격탐사 자료의 감독 분류 결과는 사

용 자료, 분류 방법론과 더불어 양질의 훈련 자

료의 이용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분

류 항목간 혼재 양상이 나타나거나 입력 자료 

수가 많을 경우에는 분류 항목별로 다량의 훈

련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oody 

et al., 2006; Crawford et al., 2013). 우리나

라를 기준으로 해외 작물 재배지역은 자주 방

문할 수 없고 현장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

당 원격탐사 자료의 감독 분류에 필요한 양질

의 훈련 자료 확보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국가별로 활용가능한 자료의 유무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성 높은 해외 

대규모 작물 재배지역의 분류를 위해서는 훈련 

자료 수집의 한계를 고려하여 분류 항목 간 혼

재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훈련 자료의 

수집이 중요하다. 

훈련 자료 수집의 시간적/비용적 한계와 관

련하여 자료 처리를 통한 신뢰성 있는 훈련 자

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능동 학습(active 

learning: AL)이 제안되어 감독 분류에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Mitra et al., 2004; Rajan et 
al., 2008; Tuia et al., 2009; Demir et al., 
2011; Dopido et al., 2013), 작물 구분도 제

작에 적용된 사례는 매우 드문 상황이다. 작물 

재배지역 분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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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2014)이 과거 작물 재배 규칙을 

결합하는 계층적 분류 방법론을 제안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훈련 자료의 수집과 관

련된 학습 방법론은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

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능동 학습의 적용

시 분석자가 분류가 애매한 화소들의 실제 항

목을 직접 할당해야 했는데, 현지의 상황을 알

기 힘든 비접근 지역의 분류 수행시 이러한 정

보 획득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작물 

재배지역의 작물 구분도 제작을 목적으로 훈련 

자료를 반복 학습에 의해 추가 선정하여 분류 

항목간 구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동 학습 

기반 분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특히 능동 학

습의 적용시 기존 연구와 달리 분석자의 개입

을 줄이고 작물간의 분광학적 혼재 효과를 완

화시키기 위해 과거 토지 피복도로부터 추출 

가능한 시간 문맥 정보(temporal contextual 

information)을 능동 학습 기반 분류 결과와 

결합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곡물인 옥수

수와 콩의 대규모 재배지역인 미국 Illinois 주

를 대상으로 MODIS 시계열 정규식생지수 자료

와 과거 토지피복도를 이용한 작물 구분도 조

기 제작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제안 분류 방법

론의 적용 가능성을 예시하였다. 

대상 지역 및 사용 자료

1. 대상 지역  

사례연구 대상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곡

물 수입국인 미국의 대규모 옥수수와 콩 재배

지역인 Illinois 주를 선정하였다(그림 1). 대상 

지역은 이웃한 Iowa 주와 마찬가지로 옥수수와 

콩을 해마다 주로 교대 재배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Sakamoto et al., 2014; Shao et 
al., 2015), 즉 이전 해에 옥수수(콩)를 재배한 

지역에서는 다음 해에 콩(옥수수)을 재배하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옥수수(콩)를 재배하는 

FIGURE 1. Location of the study area with CDL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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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작(rotation) 방식이다. 그러나 대상 지역에

서는 부분적으로 옥수수와 콩을 연작 재배하는 

지역이 존재하며, 대상 지역 남쪽에서는 겨울밀

을, 북쪽 지역으로는 알팔파와 호두 등의 기타 

작물도 함께 재배하고 있다. 

2. 사용 자료

작물 구분도 제작을 위한 원격탐사 자료로는 

대상 지역의 광역적인 재배 특성과 생육 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미국 지역에서 기존 작물 분

류에 많이 사용되어온 250m 공간 해상도의 

MODIS 시계열 정규식생지수 자료를 이용하였

다(Chang et al., 2007; Wardlow and 

Egbert, 2008; Lunetta et al., 2010; Zhang 

et al., 2014). 식생 활력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규식생지수는 red 밴드와 근적외선 밴

드 반사율로부터 계산되는데(Lillesand et al., 
2007), 이 연구에서는 구름의 영향이 8일 합성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6일 합성 자료인 

MOD13Q1을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대기와 구

름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16일 동안 촬영

된 MODIS 정규식생지수 자료를 중첩하여 동일

한 위치의 화소값을 비교하고 그 중 가장 큰 

값을 택하는 최대값 합성(maximum value 

composite) 기법으로 제작되었다(Solano et 
al., 2010). 사례연구 대상 시기는 실험적으로 

가장 최근인 2014년으로 선정하였으며, 작물 

구분도의 조기 제작을 목적으로 Kim et 
al.(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7월 12일까지 획

득된 총 13개의 MOD13Q1 자료를 사용하였다.

대상 지역의 과거 토지 피복도로는 미국 

USDA에서 제공하는 cropland data layer 

(CDL) 자료(Boryan et al., 2011)를 사용하

였으며, 대상 지역의 시계열 작물 재배 규칙 추

출과 특성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

지의 과거 CDL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CDL 자료의 공간 해상도는 30m인데, 분류 결

과는 사용 자료인 MODIS 정규식생지수 자료의 

해상도인 250m로 제시되기 때문에 공간 해상

도 일치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범주

형 속성의 30m CDL 자료의 250m로의 업스

케일링을 위해 우선 250m 격자 안에 포함되는 

분류 항목 별 비율을 계산한 후에 최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을 250m 공간 해상도에서의 최

종 항목으로 할당하여 250m 공간 해상도의 

CDL 자료를 생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류 항목 정의를 목적으로 시계열 CDL 자

료 분석을 수행한 결과, 원본 자료에서 제시된 

254개의 항목에서 대상 지역 전체의 약 97%

를 차지하는 10개 세부 항목을 분류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대상 지역의 주요 작물인 옥수수와 

콩을 포함하여 겨울밀과 알팔파, 호두 등의 기

타 작물, 산림, 수계, 도심지 등의 비작물 등 

10개 항목을 정의한 후에, 감독 분류를 수행하

였다(표 1). 초기 감독 분류에 필요한 훈련 자

료의 선정을 위해 MODIS 자료에 비해 공간 해

상도가 좋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촬영된 

136개의 Landsat-7 ETM+와 Landsat-8 

OLI 자료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상대적

으로 공간 해상도가 좋은 Landsat 자료를 과거 

CDL 자료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넓은 지역에 

걸쳐 균일한 양상을 보이는 클래스별 훈련 자

료 위치를 우선 파악한 후에 그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MODIS 자료 위치에서의 훈련 자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1차 훈련 자료를 선

정한 후에 추가적으로 대상 지역의 주요 작물

의 재배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과거 CDL 기

반의 훈련 자료를 추가하였다. 대상 지역은 옥

수수와 콩의 윤작/연작 재배 특성이 있기 때문

에 과거 CDL 자료를 이용하여 옥수수와 콩의 

윤작/연작 규칙을 추출하여 해당 작물의 윤작/

연작 위치 정보를 얻었다. 즉, 2011년, 2012

년, 2013년 순서로 옥수수(콩), 콩(옥수수), 옥

수수(콩)인 지역을 추출하여 콩(옥수수)의 훈

련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CDL 자료와 

MODIS 자료와의 해상도 차이를 고려하면서 훈

련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30m CDL 자

료에서 250m 격자 안에 포함된 옥수수와 콩의 

비율 정보가 80% 이상 차지하는 영역만을 훈

련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는 20% 이하의 비율

을 차지하는 영역은 다른 항목으로 분류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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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높은 지역으로, 해당 항목으로 분류된 결

과에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렇게 선정된 10개 세부 항목의 훈련 

자료를 이용하여 초기 감독 분류를 수행하였다. 

10개로 세분류된 항목을 이용하여 감독 분류

를 수행하지만, 이 연구의 분류 목적은 대상 지

역의 주 재배 작물인 옥수수와 콩의 구분과 작

황 모형 구축을 위한 입력 자료 구축에 있기 

때문에 최종 분류 결과는 옥수수, 콩, 기타 작

물 및 비작물의 4개 항목으로 재분류하여 제시

하였다(표 1).

작물 분류 결과의 정확도 평가에는 분류 과

정에 사용하지 않은 2014년 CDL 자료로부터 

추출한 참조 자료를 사용하였다. 훈련 자료의 

추출 과정과 마찬가지로 30m 공간 해상도의 

2014년 CDL 자료를 250m로 해상도 변환을 

수행하였으며, 이 때 양질의 참조 자료 추출을 

위해 항목별 비율 정보가 80% 이상인 영역 즉 

단일 항목으로서의 확실성이 높은 자료만을 참

조 자료로 선정하여 정확도 검증에 사용하였다

(표 2). 연구 지역 전반적으로 총 1,428,141개 

참조 자료가 추출되었으며, 이러한 참조 자료의 

수는 연구 지역 전체의 약 61%에 해당하는 매

우 많은 수에 해당한다. 선정된 참조 자료는 훈

련 자료의 재분류와 마찬가지로 옥수수, 콩, 기

타 작물 및 비작물로 재분류하여 최종적으로 4

개 항목을 정확도 평가에 사용하였다. 분류 정

확도의 정량적 평가에는 참조 자료 위치에서의 

분류 결과로부터 오차 행렬을 작성한 후에 이

로부터 계산이 가능한 전체 정확도와 항목별 

정확도를 이용하였다. 

분류 방법론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분류 방법론의 기본이 

되는 능동 학습 알고리즘은 초기 분류 결과로

부터 특정 기준에 따라 일부 자료를 훈련 자료 

후보로 선정한 후에 분석자가 선정된 훈련 자

료 후보의 실제 분류 항목 할당에“능동”적으

로 개입하여 새로운 훈련 자료를 생성한다

(Tuia et al., 2009; Crawford et al., 2013). 

이후 기존 훈련 자료에 새로운 훈련 자료를 추

가하여 분류를 수행하며, 이러한 훈련 자료 선

정과 분류를 특정 종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No Specific categories Final class

1 Corn Corn

2 Soybean Soybean

3 Winter wheat Other crop

4 Double crop winter wheat/soybean Other crop

5 Alfalfa Other crop

6 Walnut Other crop

7 Pop or orn corn Other crop

8 Forest Non crop

9 City Non crop

10 Grass Non crop

TABLE 1. Definition of classes for supervised classification and reclassification

Classes Number

Corn 446,853

Soybean 309,785

Other crop 12,814

Non crop 658,689

Total 1,428,141

TABLE 2. Number of reference data



능동 학습과 시간 문맥 정보를 이용한 작물 재배지역 분류 / 김예슬 · 유희영 · 박노욱 · 이경도 81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능동 학습에서는 분류 결과를 구분하는 결정 

경계(decision boundary) 부근에 위치한 분류 

불확실성이 높은 자료를 훈련 자료 후보로 선

정한다(Dopido et al., 2013; Persello and 

Bruzzone, 2014). 이렇게 사용 자료나 분류 

방법론으로는 분류가 애매한 자료에 분석자가 

직접 분류 항목을 할당하여 새로운 훈련 자료

로 추가함으로써 기존 훈련 자료에 의해 생성

된 결정 경계를 바꿀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

류 항목간 구분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비

접근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류를 수행할 경우, 

분석자가 훈련 자료 후보에 정확한 분류 항목

을 할당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미리 알고 있는 훈련 자료의 

일부를 분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능동 학습에 

사용하는 방식을 주로 적용하였는데, 이러한 방

식은 제안 분류 방법론의 검증에는 효과적이지

만 실제 분류 결과 생성에는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기존 능동 학습 기반 연구의 한계와 

분류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 현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능동 학습 기반 반복 분류를 기

본 알고리즘으로 적용하면서 능동 학습 적용시 

분류 항목 할당과 토지 피복간 혼재 효과의 완

화를 목적으로 과거 토지 피복도의 항목간 변

동 규칙을 함께 결합하는 새로운 분류 방법론

을 제안하였다(그림 2). 

제안 방법론에서는 우선 원격탐사 자료를 대

상으로 확률론적 분류 방법론을 적용하여 초기 

감독 분류를 수행하고, 이후 초기 분류 결과로

부터 얻어지는 사후 확률을 이용하여 능동 학

습에 사용할 훈련 자료 후보를 추출한다. 이 연

구에서는 감독 분류 방법으로 최적의 결정 경

계를 찾기 위해 여백(margin)의 개념을 이용하

는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적용하

였다. 분류 항목 간의 결정 경계로부터 가장 가

까이에 있는 자료(support vector) 사이의 거

리를 여백이라 하는데, SVM은 이 여백을 최소

화하는 결정 경계를 찾아 분류를 수행하는 방

법론이다(Cristianini and Shawe-Taylor, 

2000). 사례연구에서는 10개의 세부 항목의 

훈련 자료와 SVM을 이용하여 초기 감독 분류

FIGURE 2. A classification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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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10개 항목에 대

한 사후 확률을 계산하였다. 

능동 학습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훈련 자료 

후보 추출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최대 사후 확

률과 두 번째 최대 사후 확률의 차이를 불확실

성 지수로 이용하였다(Luo et al., 2005). 이

러한 두 최대 사후 확률의 차이가 작은 경우는 

분류 항목간 혼재 가능성이 커서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추출된 훈련 자료 후보들은 실제 분

류 항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석자에 의한 

분류 항목 정의가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분

류 항목 정의를 위해 과거 CDL 자료를 이용하

였다. 초기 분류를 위한 훈련 자료 선정 과정에

서 옥수수와 콩의 윤작 혹은 연작 재배 위치 

정보를 추출한 것과 유사하게 다른 분류 항목

에 대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CDL 자료

로부터 해당 작물 항목이 유지되는 지역을 추

출하여 10개의 세부 분류 항목별 위치 정보를 

생성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확실하게 분류 항목

을 정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능동 학

습을 위해 추출된 훈련 자료 후보들의 분류 항

목 정의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즉 추

출된 분류 항목의 위치 정보와 불확실성이 높

은 영역이 일치하는 지역을 해당 분류 항목으

로 정의하여 새로운 훈련 자료로 추가한다(그

림 2). 그리고 새롭게 분류 항목이 정의된 훈련 

자료를 이전 단계에서 감독 분류에 사용된 훈

련 자료에 추가하여 감독 분류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 사례연구의 주요 목적은 대상 지역의 주

요 재배 작물인 옥수수와 콩의 효과적인 구분

에 있다. 능동 학습을 적용하더라도 분광 정보 

기반 분류 결과에는 옥수수와 콩의 오분류 양

상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오분류 

양상을 줄이기 위해 능동 학습 기반 감독 분류 

결과에 시간 문맥 정보로 간주할 수 있는 옥수

수와 콩의 윤작/연작 위치 정보를 결합하였다. 

미국 대규모 옥수수와 콩 재배 지역에서는 옥

수수와 콩의 윤작/연작 재배 특성이 당해 작물 

재배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Lee 

and Park, 2011; Kim et al., 2014)를 고려하

여 이 연구에서는 과거 CDL 자료의 윤작/연작 

위치 정보를 새로운 훈련 자료 후보군의 항목 

정의와 더불어 일종의 시간 문맥 정보로 간주

하여 능동 학습 기반 분류 결과와의 결합에도 

사용하였다. 즉 과거 CDL 자료로부터 추출한 

옥수수와 콩의 윤작/연작 위치 정보를 시간 문

맥 정보로 간주하여 능동 학습 기반 반복 분류

와 결합하여 최종 분류 결과를 생성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분류 결과

제안 분류 방법론의 주요 부분인 능동 학습

의 적용을 통한 훈련 자료 개수의 변화 양상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초기 분류를 위한 훈련 자

료를 살펴보면, 대상 지역인 Illinois 주는 옥수

수와 콩의 대규모 재배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항목에서 다른 분류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훈련 자료가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능동 학습의 적용을 통해 추가된 훈련 자료의 

경우에도 옥수수와 콩이 상대적으로 많이 추출

되었는데, 이는 옥수수와 콩의 유사한 식생지수 

양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이 해당 항목에

서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초기 분류 결과로부터 추출한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에서 도심지와 산림지역이 많이 추출

되었는데, 이는 초기 분류 결과에 나타난 기타 

작물과 비작물 항목 간의 혼재로 인해 해당 항

목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훈련 자료를 이용한 분류 결과(그림 

3(a))와 그림 1에 제시한 250m 공간 해상도

로 변환된 2014년 CDL 자료의 양상을 비교하

면, 대상 지역 북쪽에서는 비작물이 기타 작물

로 오분류된 양상이 두드러졌으며, 옥수수와 콩

이 지역적으로 밀집되는 양상을 보였다. 옥수수

와 콩에 대해 다량의 훈련 자료를 추출하여 분

류에 이용하더라도, 이 두 작물의 유사한 시계

열 식생지수 패턴으로 인해 상호 오분류 양상

이 두드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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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학습 기반 분류는 종료 조건을 정의해

야 하는데, 새로 추가되는 훈련 자료의 수가 미

리 정의한 특정 수보다 작을 경우 분류 결과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때 반복 연산을 종료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의 전체 면적을 고려하여 

추가되는 전체 훈련 자료의 수가 2,000 픽셀 

이하(연구 지역의 0.09%)일 때 반복 연산을 

종료하였는데, 적용 결과 세 번째 반복에서 연

산이 종료되었다. 그림 3(b)에 제시된 능동 학

습 기반 분류 결과를 2014년 CDL 자료와 비

교하였을 때, 기타 작물과 비작물의 혼재 양상

은 크게 완화되었고, 콩 항목의 군집화에 의한 

옥수수의 오분류 양상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능동 학습 기반 반복 분류 결

과와 시간 문맥 정보를 결합한 분류 결과를 비

교하면(그림 3(c)), 능동 학습 기반 반복 분류 

결과에서 부분적으로 존재하던 옥수수와 콩의 

군집화 양상이 추가적으로 완화되어 옥수수와 

콩의 혼재 효과가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

Class Initial training data After 1st iteration After 2nd iteration After 3rd iteration 

Corn 1,311 4,202 5,705 7,228

Soybean 1,280 3,275 4,652 6159

Winter wheat-Soybean 18 95 133 182

Winter wheat 31 41 43 51

Walnuts 22 22 22 22

Pop or orn corn 26 26 26 26

Alfalfa 24 33 37 41

City 152 1,191 1,527 1,838

Forest 113 2,132 2,560 3,017

Grass 39 423 537 649

Total 3,016 11,440 15,242 19,213

TABLE 3. Variation of the number of training data through AL-based iterations

            (a)                       (b)                      (c)

FIGURE 3. Classification results: (a) initial SVM (b) AL-based SVM, and (c)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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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시간 문맥 정보가 분광학적 혼재로 인

한 오분류 양상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정성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분류 정확도 평가 결과

 그림 3에 제시한 세 가지 분류 결과들, 즉 

1) 초기 감독 분류 결과, 2) 능동 학습 기반 

반복 분류 결과, 3) 능동 학습 기반 분류 결과

와 시간 문맥 정보를 결합한 결과의 정량적 분

류 정확도 평가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선 초기 SVM 분류 결과와 능동 학습 기반 

반복 분류 결과를 비교하면, 능동 학습 기반 분

류가 10.73%p의 전체 정확도의 향상을 나타내

었다. 이는 능동 학습을 적용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에서 분류 항목을 정의하고 훈련 자

료로 사용함으로써 결정 경계가 바뀌고 그 결

과 분류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시간 문맥 자료를 추가적으로 결합한 제

안 기법의 전체 정확도는 가장 높게 나타나서 

초기 SVM 분류 결과보다 16.93%p, 능동 학습 

기반 반복 분류 결과보다 6.2%p 향상되었다. 

대상 지역인 Illinois 주의 주요 재배 작물인 

옥수수와 콩의 정확도를 살펴보면, 초기 SVM 

분류 결과보다 제안된 방법론의 적용 결과에서 

옥수수와 콩의 정확도가 각각 16.24%p, 

16.61%p 높게 나타났고, 능동 학습 기반 분류 

결과보다 각각 8.58%p, 9.98%p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옥수수와 콩의 유사한 분광 패턴으로 

인해 초기 SVM 분류 결과와 능동 학습 기반 

분류 결과에서 부분적인 오분류 양상이 나타났

지만, 시간 문맥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옥수수와 

콩의 오분류 양상을 낮추어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작물의 정확도는 초기 

분류 결과보다 능동 학습 기반 분류 결과에서 

38.3%p나 향상되었다. 이는 그림 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초기 분류 결과에서 나타난 기타 

작물과 비작물 사이의 혼재가 능동 학습 기법

의 적용을 통해 완화되어 정확도가 대폭 향상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안 방법론에서는 

근소하게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 

지역에 부분적으로 겨울밀을 재배하는 지역이 

존재하여 겨울밀을 포함한 기타 작물 재배 지

역에서의 오분류로 인해 기타 작물의 정확도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참조 자료의 수와 대상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는 기타 작

물의 분포 특성을 고려할 때 큰 차이라고 간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작물의 정확

도는 분류 방법별 모두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초기 분류 결과에서 기타 작

물과 비작물의 혼재 양상이 크게 완화되었던 

능동 학습 기반 분류 결과에서 가장 낮게 나타

났다. 이는 기타 작물과 비작물의 혼재와 무관

하게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을 추출하는 과정에

서 옥수수와 콩의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추

출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능동 학습 기반 분

류 결과에서 옥수수와 콩으로 분류되는 영역이 

넓어짐으로써 비작물의 정확도에 영향을 준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안 기법에서는 이러한 

옥수수와 콩으로의 과 분류 양상이 완화됨으로

써 비작물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

서 제안한 능동학습 기반의 분류와 시간 문맥 

Classification method
Accuracy(%)

Initial SVM AL-based SVM Proposed method

Overall accuracy 63.87 74.60 80.80

Corn 55.76 63.42 72.00

Soybean 51.57 58.20 68.18

Other crop 6.77 45.07 43.29

Non crop 94.78 91.47 95.37

TABLE 4. Overall accuracy and class-wise accuracy statistics of different classific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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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결합하는 분류 방법론이 유사한 재배 

특성을 갖는 작물의 오분류 양상을 완화시키면

서 신뢰성 있는 작물 구분도의 제작에 유용하

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주요 곡물 수입 국가의 작황 

현황의 파악을 위한 작물 구분도 제작을 목적

으로 능동 학습 알고리즘과 시간 문맥 정보를 

결합하는 분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 분류 

방법론은 결정 경계를 바꿀 수 있는 신뢰성 높

은 훈련 자료의 추출을 목적으로 능동 학습 알

고리즘을 적용하였고, 분광학적 혼재 효과의 완

화를 목적으로 시간 문맥 정보를 추가로 결합

하였다. 기존 능동 학습 방법론과 차별화된 점

은 비접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자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 과거 토지 피복도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작물 재배 규칙 정보를 이용하

여 분류 항목을 정의하는데 있다.  

옥수수와 콩의 대규모 재배 지역인 미국 

Illinois 주의 MODIS 시계열 식생지수와 과거 

CDL 자료를 이용한 사례연구 수행 결과, 초기 

감독 분류 결과에서 나타나는 분광학적 혼재 

에 의한 오분류 양상이 능동 학습 기반 반복 

분류 결과에서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능동 학습을 적용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나타

나는 주요 작물인 옥수수와 콩의 혼재에 의한 

오분류 양상은 시간 문맥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능동 학습 기법

의 적용으로 초기 분류 결과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에서 새로운 훈련 자료를 추가시킴으

로써 오분류 양상이 완화될 수 있었으며, 시간 

문맥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남아있

던 옥수수와 콩의 혼재 양상이 완화되어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 기법의 두 가지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제

안 기법이 과거 토지 피복도이 이용이 가능한 

작물 재배 지역의 작물 구분도 제작에 효과적

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제안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좀 더 살

펴보기 위해, 사례연구 지역의 작물 분포 특성

과 다르게 비교적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면서 

기타 작물과 비작물 지역이 넓게 분포하는 지

역을 대상으로 추가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분류 방법론은 과거 토지 

피복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는 해외 곡물 생산

지대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또 다른 

주요 작물 수입국인 중국이나 브라질 등에서는 

과거 토지 피복도가 존재하지 않아 제안 기법

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

여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의 분류 항목을 정의

하는 능동 학습 대신 불확실성이 낮은 영역을 

추출하여 이전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 항

목을 정의하는 준감독 학습(semi- supervised 

learning)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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