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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분광영상(Hyperspectral Image)은 다중분광영상에 비해  각 픽셀이 가지는 정보량이 많아 

다양한 토지피복을 분류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영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초분광

영상의 연구는 대분류에 해당하는 연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토지피복분류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분석기법인 ED, SAM, SSS 기법을 토대로 Decision Tree

를 구성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분류의 전체정확도는 1.68%, 세분류 전체정확도는 

5.56%가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 초분광영상, 분광각 기법, 분광유사축척 기법, 토지피복분류

ABSTRACT

Hyperspectral image is more increasing spectral resolution that Multi-spectral image. 
Because of that, each pixel of the hyperspectral image includes much more information 
and it is considered the most appropriate technic for land cover classification. but recent 
research of hyperspectral image is stayed land cover classification of general level. 
therefore we classified land cover of detail level using ED, SAM, SSS method and made 
Decision Tree from result of that. As a result, the overall accuracy of general level was 
improved by 1.68% and the overall accuracy of detail level was improved by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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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많은 밴드수와 좁은 밴드 폭을 가진 초분광영

상(Hyperspectral Image)은 영상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마다 분광반사곡선을 얻는 것이 가능

해져 임의의 화소가 가지는 정보량이 기존의 다

중분광영상(Multi-Spectral Image)에 비해 크

게 증가되었다. 증가된 정보량을 바탕으로 다양

해지고 세밀해진 초분광영상의 분석방법은 토지

피복분류 정확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토지피복클래스를 분류하는데 있

어 가장 효과적인 영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많은 밴드를 가진 초분광영상은 다양한 파

장영역에서 취득된 물질의 분광반사특성으로부

터 영상내의 임의의 화소에 가지는 다양한 속성

정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향상된 분

광해상도(Spectral Resolution)로 인해 밴드간

의 노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전처리 과정이 요구

되고 데이터의 용량도 수십에서 수백 배로 증가

하여 영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관련연구로 Park(2009)는 다변량 통

계분석기법중의 하나인 정준상관분석을 적용한 

분류기법을 제안하였고 Kim et al.(2007)은 지

상의 변화에 대한 탐지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유사도 기법으로서 SSS(Spectral Similarity 

Scale)에 기대최대화 알고리즘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hin et al.(2010)은 지상분광계를 

이용한 국내의 분광라이브러리 구축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Park(2016)는 분광라이브러

리를 분류에 활용함에 있어 대기 등의 노이즈로 

인해 정확도가 감소하는 문제를 Decision Tree 

기법을 활용해 분류 정확도를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분광영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분류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초분광영상의 

분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초분광영상에 대한 연구는 대

분류 단계의 토지피복분류 연구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토지피복을 분류하는데 있어 한계를 가

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분류기법인 

Euclid Distance, Spectral Angle Mapping, 

Spectral Similarity Scale 기법을 이용하여 세

분류의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

탕으로 Decision Tree를 구성하여 세분류의 토

지피복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상의 제원 및 분류 클래스 선정

1. 연구 대상지 및 영상의 제원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대상지역은 세종특별자

치시 금남면 발산리 발산교 일대(1㎞×1㎞)로

서 영상중앙의 경도와 위도는 각각 127°17′

01″(N)와 36°27′19″(E)이다. 그림 1은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된 항공영상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분광영상은 2014년 10

월 24일에 촬영된 CASI-1500 항공초분광영상

이다. CASI-1500 센서는 캐나다의 ITRES사에

서 상업용으로 개발된 센서로서 제원은 표 1과 

같다.

FIGURE 1. Region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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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I-1500

Item Specification
Photograph Day 2014.10.24

Image Size 1 km × 1 km
Spatial Resolution 1 m

Range of Wavelength 365 nm ~ 1045 nm
Number of band 48

Band Width 14.4 nm

TABLE 1. CASI 1500 Specifications

2. 클래스 선정 및 Training Sample 지정

1) 클래스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초분광영상이 가진 다량의 

정보를 활용하여 기존의 대분류의 토지피복분류

에서 벗어나 다양한 종류의 세분류의 토지피복

분류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답사와 영

상을 바탕으로 6가지의 대분류 항목과 20가지

의 세분류 항목으로 클래스를 선정하였으며 선

정된 결과는 표 2와 같다.

Class High-Level code

Vegetation
broad Vb
conifer Vc
weeds Vw

Road

old asp Roa
new asp Rna

conc Rc
gravels Rg

Soil
light Sl 
dark Sd

mixed Sm

Building

red Br
blue Bb
green Bgr
gray Bg

brown Bbr

Vinyl

white Vw
blue Vb 
black Vbl
trans Vt

Water W

TABLE 2. Class Selection of Reference 

Data 

2) Training Sample 지정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클래스에 대한 Training 

Sample을 영상과 현장답사자료를 통해 각 클래

스 마다 20pixel씩 선정하였다. Training 

Sample의 선정은 ENVI 소프트웨어의 ROI 

(Region of Interest)모듈을 이용하여 선정하였

으며 그림 2은 ROI 모듈의 setting 화면이다. 

FIGURE 2. ROI module(Training Sample)

적용 및 고찰

1. 분류결과

토지피복분류는 Training Sample로 활용하

기 위해 ROI 모듈로 지정한 데이터를 ASCⅡ파

일 형태로 추출하여 Matlab을 통해 분류를 수

행하였다. 그 결과, ED기법의 대분류 전체 정확

도=74.67%, 세분류 전체 정확도=64.08%, 

SAM 기법의 대분류 전체 정확도=88.03%, 세

분류 전체정확도=60.33%, SSS기법의 대분류 

전체정확도=86.46%, 세분류 전체정확도= 

75.51%로 조사되었다. 그림 3, 4, 5는 각각 

ED, SAM, SSS 기법의 대분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분류 기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분석

해 보면 대분류의 경우에는 각 클래스들의 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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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곡선을 감지하는 SAM기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고 세분류의 경우에는 분광분포곡선

과 반사율의 크기 또한 감지하는 SSS기법이 효

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의 분류 결과를 토

대로 각 클래스 마다 가장 효과적인 분류 기법

을 선정하고 분류 순서를 정함으로서 Decision 

Tree를 구성하여 분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므

로 정확도를 생산자 정확도와 사용자 정확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ED기법으로 수행된 대분류에서는 사용자정확

도의 경우 Vegetation에서는 90%의 높은 정확

도를 보였으나 타 클래스에서는 55%~80%의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생산자 정확도의 경우 

Vegetation, Road, Building에서 80%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나 나머지 클래스에서는 

80%미만의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세분류에서

는 사용자 정확도의 경우 Road_newasp, 

Building_red, blue, green, Vinyl_white에서 

90%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생산자 정확

도의 경우 Road_newasp, conc, gravels, 

Building_green, gray 에서 90%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표 3은 ED기법의 세부적인 세분류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class
Ref

(pixel)
Result
(pixel)

User Acc 
(%)

Pro Acc
(%)

Vb 252 147 86.39 50.39

Vc 212 223 76.68 80.66

Vw 484 492 61.78 62.80

Roa 232 297 47.13 60.34

Rna 188 205 90.73 98.93

Rc 196 307 60.91 95.40

Rg 40 67 59.70 100

Sl 49 40 100 81.63

Sd 124 103 100 83.06

Sm 44 40 100 90.90

Br 39 84 45.23 97.43

Bb 41 129 22.48 70.73

Bgr 646 524 80.72 65.47

Bg 276 86 46.51 14.49

Bbr 420 589 51.61 72.38

Vw 47 36 94.44 72.34

Vb 120 66 65.15 35.83

Vbl 84 185 37.29 82.14

Vt 180 138 70.28 53.88

W 160 76 55.26 26.25

TABLE 3. Detail classifier accuracy of ED

SAM기법으로 수행된 대분류에서는 사용자 

정확도의 경우 Vegetation, Vinyl, Water에서 

90% 후반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Building에

서는 60%미만의 낮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생산

자 정확도의 경우 Vegetation, Building, Soil에

서 90%이상의 정확도를 보였고 Water에서 

80%미만의 정확도를 보였다. 세분류에서의 사

FIGURE 3. Result of ED FIGURE 4. Result of SAM FIGURE 5. Result of 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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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정확도의 경우 Building_red, blue, green, 

brown, Water, Soil_light, Vinyl_blue, black

에서 80%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생산자 정확

도의 경우에는 Road_newasp, gravels, 

Building_red, green, gray, Soil_mixed에서 

90%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SSS기법으로 수행된 대분류에서는 사용자 정

확도의 경우 Vegetation, Vinyl, Water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냈고 Building에서 

80% 미만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생산자정확도

의 경우 Vegetation, Road, Building에서는 

9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냈고 Vinyl, Water

에서 70%~80%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세분류

의 사용자 정확도의 경우 Road_newasp, 

Building_red, blue, green, Soil_light, Vinyl 

_white, Water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

냈고 생산자 정확도의 경우에는 Veg_conifer, 

Road_newasp, conc, gravel, Building_red, 

blue, green,  gray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표 4, 5는 각각 SAM기법과 SSS기법의 세부

적인 세분류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class
Ref

(pixel)
Result
(pixel)

User Acc 
(%)

Pro Acc
(%)

Vb 252 268 73.50 78.17
Vc 212 495 29.69 69.33
Vw 484 152 60.52 19.00
Roa 232 245 46.53 49.13
Rna 188 226 78.76 94.68
Rc 196 120 79.16 48.46
Rg 40 78 48.71 95.00
Sl 49 45 100 91.83
Sd 124 104 100 83.87
Sm 44 40 100 90.90
Br 39 238 15.96 97.43
Bb 41 37 86.48 78.04
Bgr 646 327 88.07 44.58
Bg 276 479 26.93 46.73
Bbr 420 541 72.08 92.85
Vw 47 18 72.22 27.65
Vb 120 88 87.50 64.16
Vbl 84 68 88.23 71.42
Vt 180 145 80.00 64.44
W 160 120 100 75.00

TABLE 4. Detail classifier accuracy of SAM

class
Ref

(pixel)
Result
(pixel)

User Acc 
(%)

Pro Acc
(%)

Vb 252 147 86.39 50.39

Vc 212 269 72.49 91.98

Vw 484 506 62.84 65.70

Roa 232 215 80.46 74.56

Rna 188 198 94.94 100

Rc 196 257 76.26 100

Rg 40 87 44.82 97.50

Sl 49 50 98.00 100

Sd 124 116 100 93.54

Sm 44 40 100 90.90

Br 39 89 42.69 97.43

Bb 41 82 40.24 80.48

Bgr 646 603 90.71 84.67

Bg 276 128 65.62 30.43

Bbr 420 600 56.83 81.19

Vw 47 34 100 72.34

Vb 120 74 89.18 55.00

Vbl 84 84 88.09 88.09

Vt 180 131 86.25 62.77

W 160 124 100 77.50

TABLE 5. Detail classifier accuracy of SSS

2. Decision Tree 구성 및 분류 결과 

Decision Tree 기법은 Data Mining에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적 분류 기법으로서 입

력 변수를 바탕으로 목표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ED, SAM, SSS기법을 활용하

여 수행된 토지피복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각 클

래스에 적합한 분류기법을 선정하고 분류순서와 

임계값을 지정하여 6단계에 해당하는 Decision 

Tree를 구성하여 ED, SAM, SSS기법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분류의 전체 정확도는 89.70%, 

세분류의 전체 정확도는 81.07%로서 기존의 

기법에 비해 정확도가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그림 6은 구성된 Decision Tree를 통해 얻어

진 대분류 결과이고 그림 7은 구성된 Decision 

Tree를 나타낸 것이다. 

Decision Tree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존

의 기법들과 비교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분류의 사용자 정확도는 모든 클래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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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90%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냈고 생산자 정확

도의 경우 Building, Water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림 8은 Decision 

Tree를 활용한 대분류 결과의 생산자 정확도와 

사용자 정확도를 앞선 3가지의 유사도 기법의 

정확도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FIGURE 7. Decision Tree

FIGURE 6. Result of Decision Tree

FIGURE 8. comparison graph of general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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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확도의 경우 모든 클래스에서 다른 

기법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생산자 

정확도의 경우 Vinyl, Water에서 정확도 소폭 

증가하였다. 

세분류의 사용자 정확도의 경우 Road_ 

newasp, conc, gravels, Soil_light, dark, 

mixed, Building_red, green, Vinyl_white, 

blue, black에서 90% 이상의 정확도를, 생산자 

정확도의 경우 Road_newasp, conc, gravels, 

Soil_dark, mixed, Building_red, brown에서는 

90%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다른 기법들과 비교 하여 보면 Vegetation은 

사용자 정확도의 경우 Veg_broad, conifer의 

정확도가 ED, SSS의 기법에 비해 소폭 하락하

였지만 3가지 기법 모두 정확도가 낮았던 

Veg_weeds의 정확도가 증가하였고 생산자 정

확도의 경우 기존의 기법들과 비슷한 정확도를 

보였다. Road는 사용자 정확도의 경우 모든 클

래스에 대해 분류정확도가 상승하였고 생산자 

정확도는 Road_oldasp에서 분류정확도가 상승

하였다. 

Building은 사용자 정확도와 생산자 정확도 

모두 Building_red, blue, green의 경우 기존의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였고 Building _gray, 

brown에서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Soil은 사용자 

정확도와 생산자 정화도 모두 Soil_light, dark

에서 정확도가 소폭 증가 하였으나 Soil_dark의 

경우 사용자 정확도, 생산자 정확도 모두 70%

미만의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Vinyl은 모든 클

래스에 대해서 사용자 정확도와 생산자 정확도 

모두 정확도가 소폭 개선되었으며 Water는 사

용자 정확도의 경우 기존은 높은 정확도를 유지

하고 생산자 정확도의 경우 정확도가 소폭 개선

되었다. 

표 6은 구성된 Decision Tree의 세부적인 

분류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class
Ref

(pixel)
Result
(pixel)

User Acc 
(%)

Pro Acc
(%)

vb 252 250 78.80 78.17

vc 212 266 68.04 85.37

vw 484 377 83.81 65.28

poa 232 230 86.08 85.34

pna 188 188 100 100

pc 196 197 94.41 94.89

pg 40 41 92.68 95.00

sl 49 43 100 87.75

sd 124 114 100 91.93

sm 44 40 100 90.90

br 39 41 92.68 97.43

bb 41 44 81.81 87.80

bgr 646 576 96.52 86.06

bg 276 227 68.28 56.15

bbr 420 553 70.52 92.85

vw 47 36 94.44 72.34

vb 120 89 93.25 69.16

vbl 84 79 94.93 89.28

vt 180 133 87.21 64.44

w 160 125 100 78.12

TABLE 6. Detail classifier accuracy of Decision  

Tree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분광영상을 이용한 토지피복

분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편적인 유

사도 기법인 ED, SAM, SSS기법의 분류결과를 

바탕으로 Decision Tree를 구성하였고 구성된 

Decision Tree를 활용하여 토지피복분류를 수

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기존의 분광유사도 기법들의 토지피복분류 결

과 대분류는 스펙트럼 분포를 비교하는 SAM기

법이 가장 효과적이나 세분류의 경우 스펙트럼 

분포가 비슷한 클래스가 많아 반사율의 크기를 

동시에 고려하는 SSS기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

법임을 알 수 있었다.

위를 바탕으로 얻어진 분류 기준을 근거하여 

Decision Tree를 구성해 분류를 수행한 결과 

대분류의 전체정확도는 가장 높은 정확도를 높

였던 SAM기법에 비해 각각 1.68%가 향상되었

고 세분류의 전체정확도는 가장 높은 정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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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던 SSS기법에 비해 각각 5.56% 가 향상되

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CASI-1500영상은 파장

범위가 근적외선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세분

류의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소 어

려움이 존재했다. 향후에는 파장범위가 중적외

선 영역까지 확장된 영상을 활용한 세분류 단계

의 토지피복분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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