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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LIC-based Superpixel Techniques Using KOMPSA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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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based image analysis (OBIA) allows higher computation efficiency and usability of
information inherent in the image, as it reduces the complexity of the image while maintaining the image
properties. Superpixel methods oversegment the image with a smaller image unit than an ordinary object
segment and well preserve the edges of the image. SLIC (Simple linear iterative clustering) is known
for outperforming the previous superpixel methods with high image segmentation quality. Although the
input parameter for SLIC, number of superpixels has considerable influence on image segmentation
results, impact analysis for SLIC parameter has not been investigated enough.
In this study, we performed optimal parameter analysis and evaluation of change detection for SLIC-

based superpixel techniques using KOMPSAT data. For superpixel generation, three superpixel methods
(SLIC; SLIC0, zero parameter version of SLIC; SNIC, simple non-iterative clustering) were used with
superpixel sizes in ranges of 5×5 (pixels) to 50×50 (pixels). Then, the image segmentation results were
analyzed for how well they preserve the edges of the change detection reference data. Based on the
optimal parameter analysis, image segmentation boundaries were obtained from difference image of the
bi-temporal images. Then, DBSCAN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was
applied to cluster the superpixels to a certain size of objects for change detection. The changes of features
were detected for each superpixel and compared with reference data for evaluation. From the change
detection results, it proved that better change detection can be achieved even with bigger superpixel size
if the superpixels were generated with high regularity of size and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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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객체 기반 영상 분석은 픽셀 기반 영상 분석에 비해

영상 상의 노이즈와 등록 오차의 영향에 민감하지 않

다는점에서이를활용한연구가지속적으로수행되고

있다(Chen et al., 2014). Superpixel기법은유사한특성의

픽셀들을결합하여보다작은영상단위로영상을과분

할시키는기법으로, 의미론적인정보를지니는객체추

출에앞선전처리과정으로보편적으로이용되고있다.

이러한 superpixel은영상상의 edge를잘보존하는동시

에영상의복잡도를감소시킴으로써이어지는영상처

리과정의효율성을향상시키는이점을지닌다(Neubert

and Protzel, 2012). 특히, Achanta et al.(2012)이 제안한

SLIC(Simple linear iterative clustering) superpixel 기법은

영상 상의 경계에 대한 밀착력(adherence)이 높은 규칙

적인 크기 및 모양의 superpixel을 높은 연산 속도로 생

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LIC superpixel은 입력 값

으로분할하고자하는영상과더불어단하나의파라미

터만을 요구하며, 이는 영상에 대해 사용자가 원하는

superpixel생성 개수에 해당한다. Superpixel의 개수는

영상전체의픽셀수와함께 superpixel이생성될 cluster

중심의개수와 cluster중심간의거리를결정하는매우

중요한 파라미터로, 이를 바탕으로 cluster중심을 기준

으로한 local clustering의수행반경이설정된다. 그러나

superpixel의 개수는 영상 전체 픽셀 수에 대해 매우 넓

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한편, 입력된 superpixel의 개수

가실제생성된 superpixel의개수와항상일치하지않으

므로연속적인분석의어려움이존재한다. 대부분의연

구에서는사용하는영상의특성에따라시행착오를거

쳐 SLIC기법의 파라미터를 결정하여 시가지 및 건물

추출, 변화탐지, 분류등의활용연구를수행하였다(Ru

et al., 2014; Vargas et al., 2014; Li et al., 2015; Hou et al., 2016).

일부연구에서 SLIC기법에대한최적파라미터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비교 대상이 된 superpixel크기의

샘플수가불연속적이고그수가적다는한계를나타냈

다(Kavzoglu and Tonbu, 2017). 또한, 일반적인 superpixel

기법의영상분할품질평가를위해서는폴리곤형태의

영상 분할 참조 영상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영상

분할평가지수가계산되었다. 그러나다양한지표물에

대한 고주파 요소가 포함된 위성 영상은 이와 같은 참

조영상획득및생성의한계가존재한다.

이에본연구는고해상도위성영상을활용한 superpixel

기반의변화탐지를위해 (1) SLIC계열 superpixel기법의

최적파라미터분석과 (2) superpixel기반의변화탐지성

능비교를수행하였다. 이과정에서 SLIC계열 superpixel

기법의 입력 파라미터인 superpixel의 개수를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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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객체 기반 영상 분석은 영상의 복잡도를 낮추는 동시에 영상의 특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픽셀 기반

영상분석보다높은효율성과정보활용가능성을지닌다. Superpixel은일반적인영상분할보다작은영상단

위로 영상을 과분할함으로써 영상 내의 경계를 보다 잘 유지할 수 있다. 이 가운데 SLIC(Simple linear iterative

clustering) superpixel 기법은 기존의 기법들보다 높은 품질의 영상 분할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SLIC 기법의입력파라미터인 superpixel의개수는영상분할결과에큰영향을미침에도이에대한연

구는선행연구에서충분히다루어지지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OMPSAT 영상을 이용하여 변화 탐지 활용 연구를 위한 SLIC 계열 superpixel 기법의

최적파라미터분석및변화탐지성능비교를수행하였다. 사용된 superpixel 기법은 SLIC, SLIC0(SLIC의무변

수버전), SNIC(Simple non-iterative clustering) 의세가지기법으로, 5×5(픽셀)에서 50×50(픽셀)의 superpixel 크

기범위에대해서 superpixel 개수를지정하여 superpixel 분할영상을생성하고변화탐지참조영상에대한재

현율을분석하였다. 이를통해얻어진최적 superpixel 크기를바탕으로변화를탐지하고자하는두영상의차

영상을분할한후일정크기의객체로 clustering하였다. 두시기(bi-temporal) 영상으로부터얻어진공통된영상

경계는전후영상에각각적용함으로써각 superpixel의 feature(Lab 색상차이) 변화를탐지하였다. 최종적인변

화탐지결과는참조영상을통해그성능이분석하였으며, 영상의과분할정도가높지않더라도규칙적인크

기와형태의 superpixel을통해높은변화탐지성능을달성할수있음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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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입력하는대신 superpixel의크기를변화시킴에따라

발생하는 superpixel개수와 local clustering의 범위의 변

화가영상분할결과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고자하였다.

이에 따라 5×5(픽셀)부터 50×50(픽셀)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superpixel크기에 대해 영상 분할 참조 영상 대

신변화지역참조영상을사용함으로써관심객체의경

계를여러크기의 superpixel이재현해내는정도를비교

하였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앞서 획득된 SLIC계열

superpixel기법별최적파라미터를적용하여변화를탐

지하고자하는두시기(bi-temporal)의영상을분할하였

으며, 대응되는객체에대한전후영상간의 Lab색상값

차이를바탕으로변화탐지성능을판단하였다.

2.  실험지역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KOMPSAT(Korea Multi-Purpose

Satellite)-2와 -3A영상센서를통해취득된두시기영상

을사용하였으며각영상센서의제원은 Table 1과같다.

연구에 사용된 KOMPSAT-2와 KOMPSAT-3A영상은

각각충청북도청주시일대와대전광역시에위치한죽

동 국가산업단지 일대로, 주택 및 산업체 건물 신축의

변화가발생한지역이다(Fig. 1, Table 2). 실험자료를생

성하기위해서는먼저두영상센서로부터얻어진영상

쌍에 대해 영상 대 영상 기하 보정을 수행함으로써 동

일지역에대한영상간의기하학적인차이를최소화하

도록 하였다. 또한, 적은 연산 비용으로 공간적인 선명

성을유지하고분광적인왜곡을최소화할수있는것으

로알려진NDVI기반 hybrid PAN-sharpening(Choi et al.,

2017)기법을 통해 다중분광(multispectral) 영상의 공간

해상도를향상시켜 superpixel영상분할에대한입력영

상으로사용하였다.

SLIC계열 superpixel기법의최적파라미터분석에는

KOMPSAT-2 영상만을 사용하였으며, 이로부터 얻어

진 기법 별 최적 파라미터를 KOMPSAT-2와 -3A영상

모두에적용하여변화탐지를수행함으로써, 상이한제

원을지니는영상센서의영상에서도유사한변화탐지

성능경향이나타남을확인하고자하였다. 모든실험과

정은 Intel Core i5-3570 CPU(3.40GHz) 프로세서와 16 GB

RAM이탑재된 64-bit Windows 7 운영체제환경의컴퓨

터를 통해 MATLAB(R2017a)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구현되어수행하였다.

KOMPSAT 영상을 활용한 SLIC 계열 Superpixel 기법의 최적 파라미터 분석 및 변화 탐지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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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KOMPSAT-2 and -3A

Imaging sensor KOMPSAT-2 KOMPSAT-3A
Ground sample distance

(GSD)
PAN : 1.0 m
MS : 4.0 m

PAN : 0.55 m
MS : 2.20 m

Spectral band

PAN : 500-900 nm
MS1 (Blue) : 450-520 nm

MS2 (Green) : 520-600 nm
MS3 (Red) : 630-690 nm
MS4 (NIR) : 760-900 nm

PAN : 450-900 nm
MS1 (Blue) : 450-520 nm

MS2 (Green) : 520-600 nm
MS3 (Red) : 630-690 nm
MS4 (NIR) : 760-900 nm

Swath width 15 km (at nadir) 13 km (at nadir)
Data quantization 10 bits / pixel 14 bits / pixel

Table 2.  Specifications of images used in this study

Imaging Sensor KOMPSAT-2 KOMPSAT-3A
Location Cheongju, Korea Daejeon, Korea

Image size 2400 × 2400 (pixels) 2000 × 2000 (pixels)
Acquisition date 2008/11/18 2012/05/21 2015/10/18 20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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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1) SLIC 계열 superpixel 기법의 개요

Achanta et al.(2012)이제안한 SLIC기법은 RGB input

영상에대해 RBG값과대응되는 CIELAB색상공간의

휘도(L), 색상 값(a, b)과 픽셀 좌표 x, y로 정의된 5차원

공간상의지역적인 clustering을통해 superpixel을생성

하는방법으로, 기존의 superpixel생성기법들과비교하

여 영상 분할 정확도와 연산 속도 면에서 그 우수성이

입증된바있다. SLIC알고리즘은먼저전체영상에대

해일정간격 S를지니는격자형태로초기 cluster중심

을샘플링하게된다. 이러한초기 cluster중심을기준으

로 2S×2S격자 범위의 픽셀들에 대해 distance measure

를 계산함으로써 인접한 cluster로 픽셀들을 할당하게

된다. 이 때 clustering을 위한 지역적인 검색 범위를 표

현하는 S는전체픽셀의개수가 N인입력영상에대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된 superpixel생성 개수 K에 따라

S = Ns = N / K를통해결정된다. 또한, cluster중심 j와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4, No.6-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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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1.  Images used in this study: KOMPSAT-2 images captured in (a) 2008/11/18 (b) 2012/05/21 and KOMPSAT-3A images
captured on (c) 2015/10/18 (d) 20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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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픽셀 i사이의 distance measure D′는 식 (1)과 같이

CIELAB색상공간의휘도(L), 색상값(a, b) 사이의유클

리드 거리를 나타내는 색상 거리 dC와 픽셀 공간 좌표

간의유클리드거리 dS로표현된다. dS와 dC을결합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cluster 내의 최대 색상 , 공간 거리

(NS=S, NC)로 거리 값들을 정규화하게 되지만 NC값은

영상별, cluster별로지속적으로변화하므로상수 m으

로NC를고정하여식 (2)과같이표현할수있다.

      dc =    (Lj – Li)2 + (aj – ai)2 + (bj –bi)2

      ds =    (xj – xi)2 + (yj – yi)2                                       (1)
dc ds      D′ =    ( —– )2 + ( —– )2

Nc Ns

dc ds      D′ =    ( —– )2 + ( —– )2                                         (2)m S

실제적용시에는식 (2)의 distance measure를식(3)와

같이단순화된형태로사용하였다. 이에따라결과적으

로 식 (3)의 상수 m은 색상 유사도와 공간 인접성 사이

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 compactness factor를

의미하게되며, 실험과정의 SLIC기법적용에있어기

본값인 10으로설정하였다.

ds      D =    dc2 + (—)2 m2                                               (3)S

이처럼 앞선 단계에서 할당된 픽셀들을 바탕으로

cluster중심을재계산하게되며, 지정된 iteration횟수에

도달하거나이전 iteration의 cluster중심과의차이가임

계치 이하가 될 때까지 distance measure를 이용한 픽셀

의 cluster할당을반복함으로써최종적인영상분할결

과를얻게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되었던 SLIC기법 외에도

이후제안된 SLIC기법의변형기법인 SLIC0(SLIC의무

변수 버전) 기법과 SNIC(Simple non-iterative clustering)

기법을함께사용하여영상분할품질을비교하고자하

였다. SLIC0 기법은 Achanta et al.(2012)에서 SLIC기법

과 함께 제안되었던 Adaptive SLIC(ASLIC) 기법과 동

일 원리를 바탕으로 영상 내의 텍스처 정도에 따라

superpixel형태의 규칙성이 상이한 점을 보완한 기법

이다. 즉, SLIC0 기법은 SLIC기법의 distance measure에

서 compactness factor인상수 m을이전 iteration의최대

색상 거리 mC로 대체함으로써, 유사한 연산 시간으로

SLIC기법보다 규칙적인 형태의 superpixel영상 분할

결과를제시하였다(Fig. 2). 또다른 SLIC계열알고리즘

인 SNIC기법(Achanta and Süsstrunk, 2017)은 SLIC기법

과동일한 distance measure를바탕으로우선순위 queue

를 적용함으로써 1번의 iteration으로 superpixel을 생성

함과동시에 SLIC기법에서후처리로접근되었던픽셀

간연결성을강화하고자하였다.

2) SLIC 계열 superpixel 기법의 최적 파라미터 분석

SLIC계열 superpixel기법에 대한 최적 입력 파라미

터분석은 superpixel개수를직접적으로입력하는대신

superpixel의 크기를 5×5(픽셀)에서 50×50(픽셀)까지

superpixel의한변의픽셀수를 1씩증가시킴에따라계

산되는 superpixel의개수를사용함으로써KOMPSAT-2

영상 분할 결과의 차이를 관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

용자에 의해 지정된 superpixel 개수와 실제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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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2. Example images showing image segmentation results generated from (a) SLIC (b) SLIC0 (c) S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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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pixel개수 사이의 차이, superpixel크기에 따른 영

상분할결과의변화지역참조자료재현율, superpixel

생성과각 superpixel별 feature계산에요구되는연산시

간에대한비교를수행하였다.

변화 지역에 대한 참조 자료는 시간적으로 후 시기

에 해당하는 KOMPSAT-2 영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

기 때문에 후 시기 영상에 대한 영상 분할 결과를 참조

영상과비교하였으며, 세가지 superpixel기법으로부터

생성된 영상 분할 결과를 변화 지역 참조 자료와 중첩

하여 변화 지역 내 위치한 superpixel들을 추출하였다.

이가운데 superpixel의 50% 이상이변화지역내위치한

superpixel들을최종변화지역으로추출하였고이를바

탕으로 참조 영상 상의 관심 객체에 대한 각 superpixel

기법의경계재현성능을평가하였다.

3) SLIC 계열 superpixel 기법의 변화 탐지 성능 비교

변화 탐지 과정에서는 변화 전후의 두 시기로부터

취득된 영상의 차이를 식별해내게 되며, 객체 기반 변

화 탐지를 위해서는 두 시기 영상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있는객체경계가요구되게된다. 따라서, 이러한객

체 경계는 두 영상의 특성을 동시에 반영함으로써, 동

일한 위치, 크기의 객체에 대해 객체 속성의 비교가 가

능하도록형성되어야한다. 기존연구에서는주성분분

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여 각 영상으

로부터 생성된 superpixel경계를 결합하거나(Wu et al.,

2012) 두 시기의 영상의 융합을 통해 변화 탐지가 수행

된바있다(Byun et al., 2015; Wang et al., 2017). 그러나Han

et al.(2018)에따르면변화전후영상의차영상(difference

image)만으로도 안정적인 영상 분할 결과와 변화 탐지

정확도를나타내었으며, 이에본연구에서도두시기영

상의 차영상에 대해 SLIC계열 superpixel기법을 적용

하여 두 영상 모두에 적용 가능한 superpixel경계를 생

성하였다.

Superpixel생성 단계를 통해 얻어진 superpixel영상

분할 결과에 대해서는 DBSCAN(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Ester et al., 1996;

Kovesi, 2000) 기법을추가적으로적용함으로써최종적

인 영상 분할 결과를 획득하였다. 초기 DBSCAN기법

은 밀도를 기반으로 임의의 형태의 cluster를 구성하고

노이즈를 구분해내는 데이터 clustering기법으로 제안

되었다. 본연구에서는생성된 superpixel을변화탐지를

위한일정수준의객체로결합하기위해DBSCAN기법

사용하였으며 인접한 superpixel 간의 Lab 색상 차를

distance measure로 하여 superpixel clustering을 수행하

였다(Fig. 3). Lab색상차는식 (4)를통해계산되며, L, a,

b는각각영상의 Lab색상과아래첨자 1, 2는전후영상

간 대응 객체의 속성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기타 부

가정보및맥락적인정보를배제하고분광정보만으로

달성가능한변화탐지수준을확인하고자하였다.

      Lab change =    (L1 – L2)2 + (a1 – a2)2 + (b1 – b2)2    (4)

Superpixel을 이용한 변화 탐지 성능 비교를 위한 연

구흐름도는 Fig. 4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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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3.  Example images showing image segmentation results after applying DBSCAN to superpixels generated from (a) SLIC
(b) SLIC0 (c) S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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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및 분석

1) SLIC 계열 superpixel 기법의 최적 파라미터 분석

다음의 superpixel의크기라함은앞서설명한바와같

이 SLIC계열 superpixel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적

인 검색 범위를 설명하는 값으로써, superpixel당 포함

되는 픽셀 수는 이에 유사한 수준에서 일부 상이한 차

이를보였다.

Superpixel크기 변화에 따른 영상 분할 결과를 비교

하기 위해 5×5(픽셀)에서 50×50(픽셀)의 크기에 대한

superpixel을생성하였으며, KOMPSAT-2의 2400×2400

(픽셀)의영상에대해 n×n(픽셀)의 superpixel크기로부

터예상된 superpixel개수는식 (5)과같다.

      predicted superpixel number = round ((2400/n)2)     (5)

SLIC계열 superpixel기법별최적파라미터분석결과,

Table 3-5(지면상의이유로 10×10(픽셀)부터 25×25(픽

셀)의 superpixel크기에 대한 결과만 제시됨)에서와 같

이지정하고자하는단일 superpixel의크기가증가함에

따라각 superpixel의 feature연산에요구되는시간이크

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Fig. 5(a), (b), (c)). 이는 단일

superpixel의크기변동이 superpixel의크기가작을수록

전체 영상에서 생성될 superpixel의 개수에 크게 영향

을미쳤기때문이다. 또한, Table3-5의 superpixel feature

연산 시간과 실제로 생성된 superpixel의 개수를 통해

superpixel의 개수가증가할수록 feature연산시간이선

형 비례하여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영상 분할 결과의

참조자료재현율분석결과는일반적으로탐지정확도

평가를위해사용되는전체정확도, false alarm rate(또는

FPR, false positive rate), miss rate(또는 FNR, false negative

rate), precision(또는 PPV, positive prediction value), recall

(또는 TPR, true positive rate)을통해평가되었으며, 이는

superpixel생성후이어지는변화탐지알고리즘을통해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결과에 대한 통계

수치를의미한다. 각평가수치는식 (6)과같이표현되

며(Powers, 2011), TP(true positive)는 실제 변화 지역이

변화지역으로탐지된경우, TN(true negative)은실제미

변화 지역이 미변화 지역으로 탐지된 경우, FP(false

positive)는 실제 미변화 지역이 변화 지역으로 잘못 탐

지된 경우, FN(false negative)은 실제 변화 지역이 미변

화지역으로잘못탐지된경우를의미한다. 또한, P와N

은각각실제변화지역과미변화지역을나타낸다.

      TP + TN      Total accuracy = ———–
      P + N
      TP      Precision (PPV) = ———–
      TP + FP
      TP      Recall (TPR) = —–                                                (6)
      P
      FP      False alarm rate (FPR) = —–
      N
      FN      Miss rate (FNR) = —–
      P

비교에 사용된 세 가지 SLIC계열 superpixel기법은

공통적으로 모든 superpixel 크기에 대해 false alarm

rate(또는 FPR)이 0.85% 이하의 수치를 보였으며, miss

rate(또는 FNR)은 superpixel의 크기에 대해 SLIC계열

기법모두에서유사한수준으로선형증가함을확인하

였다(Fig. 5(d), (e), (f)). 변화 지역과 미변화 지역 모두에

대한 전체 정확도는 20×20(픽셀) 이하의 superpixel크

기에대해 99% 이상의정확도를나타내었다. 이는전체

영상에서미변화지역이차지하는비율이더크기때문

으로(KOMPSAT-2 영상의경우, 변화지역에해당하는

KOMPSAT 영상을 활용한 SLIC 계열 Superpixel 기법의 최적 파라미터 분석 및 변화 탐지 성능 비교

– 1433 –

Fig. 4.  Flowchart of change detection algorithm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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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gmentation results based on size of superpixel using SLIC with KOMPSAT-2 data

Superpixel
size

Superpixel
generation
time (sec)

Superpixel
feature

computation
time (min)

Initial
number of
superpixels

Number 
of actually
generated

superpixels

Total
accuracy

Precision
(PPV)

Recall
(TPR)

False
Alarm Rate

(FPR)

Miss Rate
(FNR)

10×10 4.9055 55.1 58737 57600 0.9952 0.9759 0.9721 0.0025 0.0279

11×11 4.9675 45.8 48829 47603 0.9948 0.9730 0.9709 0.0028 0.0291

12×12 4.9986 38.6 41090 40000 0.9944 0.9713 0.9676 0.0029 0.0324

13×13 4.9468 33.0 34882 34083 0.9939 0.9686 0.9660 0.0032 0.0340

14×14 4.8586 28.6 30409 29388 0.9937 0.9674 0.9644 0.0033 0.0356

15×15 4.8963 25.0 26572 25600 0.9932 0.9655 0.9608 0.0035 0.0392

16×16 4.8738 21.9 23346 22500 0.9928 0.9628 0.9590 0.0038 0.0410

17×17 4.8650 19.4 20638 19931 0.9922 0.9598 0.9553 0.0041 0.0447
18×18 4.8592 17.4 18432 17778 0.9921 0.9621 0.9527 0.0038 0.0473

19×19 4.8717 15.5 16418 15956 0.9913 0.9595 0.9462 0.0041 0.0538

20×20 4.8688 14.0 14825 14400 0.9911 0.9582 0.9446 0.0042 0.0554

21×21 4.8913 12.6 13226 13061 0.9913 0.9563 0.9497 0.0044 0.0503

22×22 4.9872 11.5 12016 11901 0.9905 0.9581 0.9381 0.0042 0.0619

23×23 4.9581 10.5 10917 10888 0.9893 0.9493 0.9338 0.0051 0.0662

24×24 5.0348 9.7 10054 10000 0.9895 0.9544 0.9314 0.0045 0.0686

25×25 4.9953 8.9 9163 9216 0.9889 0.9543 0.9242 0.0045 0.0758

Table 4.  Segmentation results based on size of superpixel using SLIC0 with KOMPSAT-2 data

Superpixel
size

Superpixel
generation
time (sec)

Superpixel
feature

computation
time (min)

Initial
number of
superpixels

Number 
of actually
generated

superpixels

Total
accuracy

Precision
(PPV)

Recall
(TPR)

False
Alarm Rate

(FPR)

Miss Rate
(FNR)

10×10 5.1990 54.1 57612 57600 0.9946 0.9722 0.9691 0.0028 0.0309

11×11 5.4397 44.7 47532 47603 0.9942 0.9697 0.9672 0.0031 0.0328

12×12 5.5314 38.4 39996 40000 0.9939 0.9690 0.9649 0.0031 0.0351

13×13 5.6264 32.5 33868 34083 0.9934 0.9626 0.9660 0.0038 0.0340

14×14 5.3015 28.1 29260 29388 0.9929 0.9641 0.9588 0.0036 0.0412

15×15 5.3448 24.1 25615 25600 0.9923 0.9601 0.9570 0.0041 0.0430

16×16 5.2403 21.2 22505 22500 0.9918 0.9571 0.9540 0.0044 0.0460

17×17 5.1783 18.7 19891 19931 0.9916 0.9553 0.9534 0.0046 0.0466

18×18 5.1382 16.7 17700 17778 0.9912 0.9534 0.9513 0.0047 0.0487
19×19 5.1542 15.0 15882 15956 0.9907 0.9510 0.9489 0.0050 0.0511

20×20 5.1316 13.6 14406 14400 0.9900 0.9496 0.9417 0.0051 0.0583

21×21 5.1366 12.3 13001 13061 0.9896 0.9461 0.9408 0.0055 0.0592

22×22 5.1199 11.3 11880 11901 0.9893 0.9460 0.9383 0.0055 0.0617

23×23 5.1571 10.2 10820 10888 0.9888 0.9455 0.9323 0.0055 0.0677

24×24 5.1635 9.5 9998 10000 0.9885 0.9459 0.9289 0.0054 0.0711

25×25 5.1353 8.7 9217 9216 0.9878 0.9423 0.9246 0.0058 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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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은 전체 영역의 9.26%를 차지함) reference로 사용

된변화지역을효과적으로재현하였다는기준으로사

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성된

superpixel크기가증가함에따라 recall값은 precision값

과 유사한 수준의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추후 더 큰 폭

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Fig. 5(g), (h), (i)).

SLIC계열 superpixel기법의최적파라미터선택을위

한 기준은 superpixel크기 변화에 따른 영상 분할 특성

변화와데이터추세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설정하였

으며, 평가 수치들을 복합적으로 일정 수준 유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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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gmentation results based on size of superpixel using SNIC with KOMPSAT-2 data

Superpixel
size

Superpixel
generation
time (sec)

Superpixel
feature

computation
time (min)

Initial
number of
superpixels

Number 
of actually
generated

superpixels

Total
accuracy

Precision
(PPV)

Recall
(TPR)

False
Alarm Rate

(FPR)

Miss Rate
(FNR)

10×10 10.1009 54.2 57600 57600 0.9950 0.9747 0.9715 0.0026 0.0285

11×11 9.8914 44.7 47524 47603 0.9946 0.9708 0.9709 0.0030 0.0291

12×12 9.9043 37.6 40000 40000 0.9940 0.9698 0.9656 0.0031 0.0344

13×13 9.6005 31.8 33856 34083 0.9939 0.9681 0.9656 0.0032 0.0344
14×14 9.5219 27.5 29241 29388 0.9933 0.9671 0.9607 0.0033 0.0393

15×15 9.3747 24.1 25600 25600 0.9930 0.9672 0.9568 0.0033 0.0432

16×16 9.2359 21.2 22500 22500 0.9926 0.9646 0.9557 0.0036 0.0443

17×17 9.1305 18.7 19881 19931 0.9923 0.9611 0.9556 0.0040 0.0444

18×18 9.0480 16.7 17689 17778 0.9915 0.9604 0.9478 0.0040 0.0522

19×19 8.9695 15.0 15876 15956 0.9911 0.9601 0.9427 0.0040 0.0573

20×20 8.8831 13.6 14400 14400 0.9908 0.9606 0.9389 0.0039 0.0611

21×21 8.8112 12.3 12996 13061 0.9903 0.9554 0.9386 0.0045 0.0614

22×22 8.7410 11.2 11881 11901 0.9895 0.9502 0.9354 0.0050 0.0646

23×23 8.6906 10.2 10816 10888 0.9895 0.9604 0.9244 0.0039 0.0756

24×24 8.6185 9.5 10000 10000 0.9895 0.9544 0.9307 0.0045 0.0693

25×25 8.5685 8.7 9216 9216 0.9887 0.9550 0.9212 0.0044 0.0788

Table 6.  Superpixel size tested for change detection (optimal parameter for each superpixel technique indicated in bold
and superpixel sizes in the same row for each superpixel technique showed similar image segmentation quality)

Superpixel
techniques

Superpixel
size

Superpixel
generation
time (sec)

Superpixel
feature

computation
time (min)

Total
accuracy

Precision
(PPV) Recall (TPR) False Alarm

Rate (FPR)
Miss Rate

(FNR)

SLIC

13×13 4.9468 33.0 0.9939 0.9686 0.9660 0.0032 0.0340

17×17 4.8650 19.4 0.9922 0.9598 0.9553 0.0041 0.0447
21×21 4.8913 12.6 0.9913 0.9563 0.9497 0.0044 0.0503

SLIC0

12×12 5.5314 38.4 0.9939 0.9690 0.9649 0.0031 0.0351

15×15 5.3448 24.1 0.9923 0.9601 0.9570 0.0041 0.0430

18×18 5.1382 16.7 0.9912 0.9534 0.9513 0.0047 0.0487

SNIC

13×13 9.6005 31.8 0.9939 0.9681 0.9656 0.0032 0.0344
17×17 9.1305 18.7 0.9923 0.9611 0.9556 0.0040 0.0444

18×18 9.0480 16.7 0.9915 0.9604 0.9478 0.0040 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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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기준들로구성하였다.

(1) Superpixel크기의 증가에 따라 superpixel생성 시

간 및 superpixel의 feature연산 시간의 증감이 비

교적안정적인구간내에위치하여야함

– SLIC기법과 SLIC0 기법의경우, 이전 superpixel

과의 연산 시간의 변동값(시간 차의 절대값)이

파라미터분석에사용된모든 superpixel크기에

대한연산시간변동값의평균보다작게유지되

는구간을 superpixel생성시간이안정적인구간

으로판단함

– SNIC기법의경우, 높은선형회귀적합도를보

이는구간을 superpixel생성시간이안정적인구

간으로 설정함(SNIC기법은 앞선 두 기법과 다

르게 iteration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superpixel크기가증가함에따라 superpixel생성

시간이선형적으로감소하는모습을보임)

(2) 변화 지역에 대한 사용자 정확도와 생산자 정확

도를의미하는 precision과 recall이 95% 이상을유

지하여야함

(3) Precision과 recall값이모두높은수준으로유지되

는 superpixel 크기를 선택하기 위해 precision과

recall값의차이가 0.5% 이내를나타내어야함(세

가지 기법의 precision과 recall값의 차이가 0.5%

이후큰폭으로증가함에따라결정된값임)

(4) 앞선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superpixel크기 가

운데가장큰크기의 superpixel을최적의 superpixel

파라미터로선택함

SLIC기법의 경우 superpixel의 크기와 superpixel생

성시간간의상관관계는약하게나타났으나, 14×14(픽

셀)에서 21×21(픽셀) 사이의 superpixel크기에서 4.8초

대의 안정적인 superpixel생성 시간과 SLIC기법에 대

한연산시간변동값의평균인 0.0468초내의소요시간

증감을나타내었다. 해당구간에서 superpixel feature연

산시간은 30분이하로, superpixel크기의한변이 1픽셀

씩증가할때마다증가하는 feature연산시간은 3.6분이

하를 보였다. Precision과 recall은 18×18(픽셀) 이하의

superpixel 크기에서 95% 이상의 값을 가지는 동시에

17×17(픽셀) 이하에서두값사이의차이가 0.5% 이하

를 보였다. (1)~(3)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 내의

최대 superpixel크기는 17×17(픽셀)이며 이를 통해 얻

어진 superpixel개수를 SLIC기법의 최적 파라미터로

선택하였다.

SLIC0 기법을 사용하여 superpixel을 생성하였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SLIC 기법과 비교하여 대부분 약

0.2~0.3초 가량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으며 superpixel

의크기가증가함에따라차이가감소하였다. Superpixel

생성 시간은 17×17(픽셀) 이상의 superpixel크기에서

SLIC0 기법에 대한 연산 시간 변동값의 평균인 0.0530

초내의안정된소요시간증감결과를나타내었으며해

당범위에서의 superpixel feature계산시간은 19분이하

로 기록되었다. Precision과 recall값은 18×18(픽셀) 이

하크기의 superpixel생성결과에서 95% 이상을유지함

과동시에두값의차이가 0.22%로두정확도수치가모

KOMPSAT 영상을 활용한 SLIC 계열 Superpixel 기법의 최적 파라미터 분석 및 변화 탐지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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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inear regression results of superpixel generation time from SNIC with
superpixel sizes in ranges of 10×10(pixels) to 43×43(pi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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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높은수준을유지함을확인하였다. 이에따라 SLIC0

기법에대한최적파라미터는 18×18(픽셀)의 superpixel

크기로부터결정되었다.

SNIC기법의경우는 SLIC기법과달리알고리즘내

iteration을사용하지않기때문에 superpixel크기의증가

에따라 superpixel생성시간이일정하게감소하는경향

을보였다. 이는 10×10(픽셀)에서 43×43(픽셀) 사이의

superpixel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8초에서 10

초사이로 SLIC기법보다약 2배가량의연산시간이소

요됨을 확인하였다. 해당 구간에 대한 superpixel생성

시간의선형회귀결과(Fig. 6)를통해회귀적합도인 R-

squared값이 0.9031로높은값을나타내었으며, 9×9(픽

셀) 또는 44×44(픽셀)의 superpixel크기가회귀에포함될

경우, R-squared가 각각 0.8199와 0.8219로 큰 폭으로 감

소하였다. 따라서, (1)의기준을바탕으로 10×10(픽셀)에

서 43×43(픽셀) 사이의 superpixel크기를 superpixel의

feature연산 시간의 증감이 비교적 안정적인 구간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2)와 (3)의기준에따라 superpixel크

기의 범위는 10×10(픽셀)에서 13×13(픽셀)로 축소되

었으며 최종적으로 13×13(픽셀)을 SNIC기법에 대한

최적 superpixel크기로결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앞서 설정된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된

SLIC, SLIC0, SNIC기법의 최적 superpixel크기는 각각

17×17(픽셀), 18×18(픽셀), 13×13(픽셀)이며, 이 가운

데 SLIC0 기법이가장큰 superpixel로네가지기준을모

두만족함과동시에 FPR은 0.5% 이하, FNR은 5% 이하

의 낮은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SNIC기법

은타기법에비해약 2배의연산시간이소요되었음에

도종합적인정확도수치기준을만족시키기위해서는

작은크기의 superpixel로의영상분할이요구됨을확인

하였다. 단, 본연구에서수행된 SLIC계열 superpixel기

법의파라미터분석은복합적인정확도기준을동시에

적용하여이를모두만족시키는가장큰 superpixel을찾

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세 가지 superpixel기법에 대해

결정된최적파라미터의영상분할결과가개별적인정

확도평가수치에있어서는일부상이함이존재하였다.

추가적으로, 지정된 superpixel개수와 실제 생성된

superpixel개수비교를통해 SLIC기법은 20×20(픽셀) 이

하의 superpixel크기에대해최대약 1200개의 superpixel

개수 차이를 보였으나, 20×20(픽셀) 이상의 범위에 대

해서는 500 픽셀 이하의 차이를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superpixel의크기가증가함에따라결과적으로지

정되는 superpixel개수의차이가감소하기때문으로해

석할수있다.

SLIC0 기법은 10×10(픽셀) 이상의 superpixel크기의

영상분할결과대부분에서지정된 superpixel개수와실

제생성된 superpixel개수차이가 200 픽셀이하를나타

냄을알수있었다. SNIC기법을통해서또한이와유사

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SLIC0와 SNIC기

법이 각각 SLIC기법에 대해 superpixel크기 및 모양의

규칙성 강화와 픽셀 간의 연결성 강화를 특징으로 함

으로써, 알고리즘의 입력 파라미터와 가까운 개수의

superpixel생성결과를제시한것으로판단할수있다.

2) SLIC 계열 superpixel 기법의 변화 탐지 성능 비교

변화탐지성능비교에서는앞선단계의최적파라미

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OMPSAT-2와 KOMPSAT-

3A영상에 대해 superpixel기반 변화 탐지 영상을 생성

하였다(Fig. 7-8). 앞서 4. 1)에서도언급되었듯이세가지

superpixel기법에대한최적파라미터분석은복합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superpixel 가운데 가장 큰 크기의

superpixel을선택함에따라각기법의최적파라미터의

영상분할결과는개별적인정확도평가수치에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superpixel에대한입력파라미터로는각

SLIC계열 superpixel기법의최적 superpixel파라미터뿐

만아니라비교대상이된다른두가지기법의최적파

라미터와 유사한 영상 분할 품질을 보인 2개의 파라미

터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Table 6). 영상 품질의 유

사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4. 1)에서 제시되었

던 각 superpixel기법과 superpixel크기에 대한 전체 정

확도와 precision, recall값의차이를사용하였다. 대부분

의경우에서전체정확도가가장유사한 superpixel크기

에서 precision과 recall또한값의차이가가장작은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 SLIC0 기법의 최적 superpixel크

기인 18×18(픽셀)에 대응되는 SNIC기법의 파라미터

를찾는과정에서는전체정확도와 precision값이가장

유사했던 19×19(픽셀)의 superpixel크기의 FNR이 5%

이상의 값을 가짐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 단계 작은 크

기의 18×18(픽셀)을대응파라미터로선택하였다.

식 (4)를 통해 얻어진 변화 전후 영상의 Lab색상 변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4, No.6-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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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g)                                                     (h)

Fig. 7.  Change detection results of KOMPSAT-2 images from (a) SLIC with 17×17 superpixel size (b) SLIC0 with 18×18
superpixel size (c) SNIC with 13×13 superpixel size, (d) ground truth data, and (e), (f), (g) subset zoom images
from locations marked with boxes in (a), (b), (c), respectively; (h) subset zoom image from SNIC with 18×18
superpixel size.

                          (a)                                                      (b)                                                (c)                                                     (d)

                          (e)                                                      (f)                                                (g)                                                     (h)

Fig. 8.  Change detection results of KOMPSAT-3A images from (a) SLIC with 17×17 superpixel size (b) SLIC0 with 18×18
superpixel size (c) SNIC with 13×13 superpixel size, (d) ground truth data, and (e), (f), (g) subset zoom images
from locations marked with boxes in (a), (b), (c), respectively; (h) subset zoom image from SNIC with 18×18
superpixe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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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두영상의차영상을분할하여얻어진 superpixel을

DBSCAN기법으로결합한객체에대한속성변화를의

미한다. Fig. 7-8은이와같은객체 Lab색상변화값을통

한 변화 탐지 영상을 나타내며, 각 superpixel기법에 최

적파라미터를적용하여얻어진변화탐지결과에대한

시각적인 비교를 통해 영상 분할 특성이 변화 탐지 결

과에영향을미침을확인하였다. 동일 superpixel개수를

지정하여 세 가지 SLIC계열 superpixel기법 간의 영상

분할결과를비교하였던이전연구(Chung et al., 2018)와

달리 본 연구는 서로 다른 크기의 superpixel크기로 변

화탐지영상을생성하여기법에따른시각적인차이가

극명하지는않으나, 이전연구와대체적으로유사한형

태를보였다. 특히, SLIC0 기법은가장규칙적인모양과

크기로 superpixel을 생성하는 한편 Fig. 7(f)에서 볼 수

있듯이 Fig. 7(e), (g)와 비교하여 건물의 엣지가 비교적

유지되지못하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타기법의결

과들에서 높은 Lab색상 변화를 보인 지점들에 대해서

18×18(픽셀)로, 입력된 superpixel크기가 가장 컸음에

도유사한건물윤곽(Fig. 7(f) 우측하단부)을확인할수

있는 동시에 작고 고립되어 clustering이 되지 못한

superpixel들이거의존재하지않는모습을보였다. 이와

비교하여 Fig. 7(e)의 SLIC기법 결과는 17×17(픽셀)의

superpixel 크기에 대해 분할된 영상을 사용하여 ,

superpixel생성시입력된 superpixel크기의차이는크기

않았으나작고불규칙한형태의 superpixel들이다수존

재하였다. 또한, SNIC기법을통해생성된 Fig. 7(g) 영상

상에서도 작은 크기가 superpixel들이 clustering되지 못

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이는 가장 작은 크기의

superpixel을 통해 영상이 분할된 것으로, 이를 활용한

시각적인 단순 비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8×18(픽셀)의 superpixel크기를입력파라미터로사용

된 SNIC 기법 변화 탐지 결과를 Fig. 7(h)에 추가하였

으며, 강화된 픽셀 연결성을 바탕으로 SLIC기법보다

작고 고립된 superpixel의 수가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KOMPSAT-3A영상에

대한변화탐지결과(Fig. 8)에서도유사하게나타났다.

최종적인변화탐지성능평가를위해서는시각적판

독을토대로작성된참조자료를사용하였으며, 이는주

로건물이신축되거나해체된변화에대해후시기영상

을기준으로생성되었다. 변화탐지결과에대한정량적

분석을 위해서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곡

선으로부터얻어지는 AUC(Area under curve) 값을비교

하였다. ROC곡선은원격탐사분야의변화탐지결과

에대한대표적인평가지수로, 이진변화탐지영상생

성을위한임계치에따른탐지율과오탐지율을그래프

로표현한것이다. AUC값은이러한 ROC곡선아래의

면적으로, 그값이 1에가까울수록높은변화탐지성능

을의미한다.

실험결과로부터 KOMPSAT-2 영상에대한 AUC값

은 superpixel의크기가증가함에따라 SLIC과 SLIC0 기

법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Table 7). 한편,

SNIC기법은 17×17(픽셀) superpixel크기의영상분할

영상에서 도출된 변화 탐지 영상에서 가장 높은 AUC

값을나타내고 18×18(픽셀)의 superpixel크기에서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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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UC values from each superpixel algorithm and superpixel size

Superpixel technique Size of superpixel
AUC value

KOMPSAT-2 image KOMPSAT-3A image

SLIC

13×13 0.8161 0.8495

17×17 0.8308 0.8537

21×21 0.8381 0.8554

SLIC0

12×12 0.8499 0.8483

15×15 0.8641 0.8504

18×18 0.8809 0.8546

SNIC

13×13 0.8274 0.8518

17×17 0.8408 0.8571

18×18 0.8366 0.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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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 이는영상의과분할정도가높을수록반드

시 영상 상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의미한다. 즉, superpixel의크기가크더라도객체

의특성을효과적으로반영할수있다면오차요소로작

용할수있는고립된작은 superpixel들을제거함과더불

어이어지는영상처리의정확도를향상시키는효과를

얻을수있다. Table 8을통해KOMPSAT-2 영상의경우,

SLIC0 기법의영상분할결과에 DBSCAN기법을적용

하여 superpixel의 개수를 약 25%로 축소시켰음에도 타

기법과비교하여가장높은AUC값을나타내었다. 이는

모든기법에대해DBSCAN기법적용후초기 superpixel

생성개수의약 60%가유지되었던KOMPSAT-3A영상

의 결과보다 높은 수치로, 규칙적인 크기와 형태의

superpixel이생성될경우의이점을확인하였다.

AUC값경향은 superpixel기법의파라미터를분석한

KOMPSAT-2 영상과 제원과 영상 내 변화지역 비율이

상이한 KOMPSAT-3A영상(변화 지역에 해당하는 픽

셀이전체영역의 19.85%를차지함) 상에서도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두영상모두에서 SNIC기법이 SLIC기

법보다 높은 AUC값을 보였으나, SNIC기법에 의한

superpixel생성시간이 SLIC기법보다약 2배가량소요

된것으로볼때연산시간과의상충관계가존재함을확

인하였다. 그러나 KOMPSAT-2 영상에서는 DBSCAN

기법적용후적은수의 superpixel로도가장우수한변화

탐지 성능을 나타낸 SLIC0 기법이 KOMPSAT-3A영상

에서는타기법과유사하지만약간낮은성능을보였다.

이는 영상 해상도 차이로 인해 KOMPSAT-3A영상과

참조영상상의엣지가더욱분명히나타나고촬영된지

역 또한 도로 및 지역 구획에 있어 강한 엣지가 존재함

에 따라, 엣지를 다소 무시하는 대신 규칙적인 크기와

형태의 superpixel을 생성하는 SLIC0 기법의 탐지율을

감소시켰을것으로추정할수있다.

이 밖에도 superpixel 기반의 변화 탐지 결과는

superpixel생성단계이후의 superpixel처리단계의알고

리즘에도일부의존성을가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본연구에서 superpixel기법간의영상분할결과를더욱

분명하게 비교하기 위해 단순히 Lab색상 정보만을 사

용한 DBSCAN기법을 적용하였음에도, KOMPSAT-2

영상의경우최소 0.8161, 최대 0.8809, KOMPSAT-3A영

상의경우최소 0.8483, 최대 0.8571의높은AUC값을나

타내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KOMPSAT영상을 활용하여 효과적

인 변화 탐지를 위한 SLIC계열 superpixel기법의 입력

파라미터분석과변화탐지성능비교를수행하였다. 이

를위해 5×5(픽셀)에서 50×50(픽셀) 범위의 superpixel

크기에대해영상을분할함으로써 superpixel크기에따

른변화탐지참조자료의재현율을분석하였다. 이러한

최적파라미터분석결과를바탕으로변화발생전후영

상의차영상을분할하여통합된영상객체경계를구성

하였으며, 대응객체간의전후영상 feature차이를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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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Number of superpixels before and after applying DBSCAN for superpixel clustering

Superpixel
technique

Size of 
superpixel

KOMPSAT-2 image KOMPSAT-3A image
Number of

superpixels before
DBSCAN

Number of
superpixels after

DBSCAN

Number of
superpixels before

DBSCAN

Number of
superpixels after

DBSCAN

SLIC
13×13 34363 15828 23544 15254
17×17 20018 8790 13840 8826
21×21 12915 5390 9112 5750

SLIC0
12×12 40003 11014 27558 18345
15×15 25605 6277 17690 11266
18×18 17690 3835 12322 7649

SNIC
13×13 33856 13316 23409 14700
17×17 19881 7594 13689 8356
18×18 17689 6635 12321 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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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탐지하였다. 변화탐지결과를시각적, 정량적으

로분석한결과 superpixel기법의영상분할특성이변화

탐지성능에영향을미침을확인하였으며, 특히영상의

과분할정도가낮더라도 superpixel의크기와형태의규

칙성이높은기법이효과적으로변화를탐지할수있음

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이는 영상이 지니는 RGB분광

정보에 크게 의존한 결과로, RGB외의 추가적인 분광

정보(NIR) 또는지표에대한부가정보를통해변화탐

지결과를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 다

중 시기 영상의 상이한 촬영 조건에 의한 그림자 영향

등을고려한다면미변화지역으로부터변화지역을보

다정밀하게식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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