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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Hue 채널 영상의 다중 클래스 결합을 이용한 객체 기반 영상 분류

예철수 1)†

Object-based Image Classification by Integrating Multiple Classes 
in Hue Channel Images

Chul-Soo Ye 1)†

Abstract: In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 classification, when the color values of pixels belonging
to one class are different, such as buildings with various colors,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color
information representing the class. In this paper, to solve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representative
color information of a class, we propose a method to divide the color channel of HSV (Hue Saturation
Value) and perform object-based classification. To this end, after transforming the input image of the
RGB color space into the components of the HSV color space, the Hue component is divided into sub-
channels at regular intervals. The minimum distance-based image classification is performed for each
hue subchannel, and the classification result is combined with the image segmentation result. As a result
of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to KOMPSAT-3A imagery, the overall accuracy was 84.97% and the
kappa coefficient was 77.56%, and the classification accuracy was improved by more than 10% compared
to a commercial software.
Key Words: Object-based image classification, HSV color model, Image segmentation

요약: 고해상도위성영상분류에서다양한색상을가지는건물들과같이동일한클래스에속하지만색상정

보가상이한화소들이클래스를구성하는경우에는클래스를대표하는색상정보를결정하기가어렵다. 본논

문에서는 클래스의 대표적인 색상 정보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SV(Hue Saturation Value)의 색상

채널을분할하고객체기반의분류를수행하는방법을제안한다. 이를위해 RGB 컬러공간의입력영상을HSV

컬러공간의성분으로변환한후에색상(Hue) 성분을일정간격의서브채널로분할한다. 각색상서브채널에

대해최소거리기반의영상분류를수행하고분류결과를영상분할결과와결합한다. 제안한방법을아리랑3A

위성영상에적용한결과 overall accuracy는 84.97%, kappa coefficient는 77.56%로나타났고상용소프트웨어대

비분류정확도가 10% 이상개선된결과를보였다.

Received December 3, 2021; Revised December 3, 2021; Accepted December 15, 2021; Published online December 17, 2021
1) 극동대학교 항공IT융합학과 정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Aviation and IT Convergence, Far East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Chul-Soo Ye (csye@kd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2011 –

https://orcid.org/0000-0002-1674-304X
https://orcid.org/0000-0002-1674-304X


1. 서론

영상분류는지구관측시스템을이용한지표속성분

석을위한핵심적인기술로다양한원격탐사활용분야

에서 널리 이용되는 기술이다. 영상 분류 기술은 영상

을 객체 단위로 분석하는 객체 기반 영상 분석(Object

Based Image Analysis, OBIA)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더

욱활발하게연구가되어왔다(Blaschke, 2010; Blaschke et

al., 2014; Kucharczyk et al., 2020). 다양한 종류의 고해상

도위성영상의활용이점점용이해지면서영상객체단

위의모니터링을위한객체기반의영상분류의필요성

이더욱증가하고있고최근에는딥러닝기술을다양한

영상분류에적용하는연구가수행되었다(Lee and Kim,

2019; Rhee et al., 2018; Choi et al., 2020; Seong et al., 2020).

지표 속성 가운데 건물 등과 같은 인공 구조물의 경우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에서 분광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최신의딥러닝알고리즘을적용해도높은분류

정확도를확보하기가싶지않다. 딥러닝기반의위성영

상토지피복분류와관련한최근연구(Lee and Lee, 2020)

에서아리랑3A위성영상자료로구축한데이터에 Fully

Convolution Network계열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분류

결과에서 DeeplabV3+가 81.7%의 가장 높은 전체 정확

도를보였으나건물클래스분류에서는 SegNet (51.6%),

U-Net (42.9%), DeeplabV3+ (31.7%) 알고리즘 모두 다

른클래스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분류정확도가보고

되었다. 한편, Song et al. (2018)은아리랑3A위성영상을

이용한산림식생을분류하기위해서화소기반의분류

기법으로 SupportVectorMachine (SVM)과RandomForest

(RF)를적용하여각각 46.7%, 52.2%의 overall accuracy를

얻었으며, 분류 정확도의 향상을 위해 객체 기반의 분

류기법의필요성을언급하였다. Na and Lee (2014)는실

험대상지역의 92%가산림인지역대해에객체기반의

분류기법을적용하여 95%의 overall accuracy를얻었다.

Shin et al. (2015)은 UAV영상의 토지 피복도 제작 연구

목적으로객체기반의분류소프트웨어인ENVI Feature

Extraction을이용하여중분류에적합한 5미터의공간해

상도로변환된RapidEye영상과UnmannedAerial Vehicle

(UAV) 영상에 대해 각각 90%, 91%의 overall accuracy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영상의 공간해상도가 5미

터로 변환됨에 따라 분류 결과 영상에서 개별 건물 단

위의분석은어려운한계가있다. Lee et al. (2018)은아리

랑3A위성영상을이용한객체기반분류를위해영상에

서 추출 가능한 객체 파라미터 이외에 Digital Elevation

Model (DEM)과Digital Building Model (BDM)을이용하

여 91.0%~92.33%의 overall accuracy를얻었다.

위성영상의공간해상도가향상되면서객체기반의분

류방식이유용한분석도구로인식되고있으나위성영

상의공간해상도증가와함께영상에표현되는지표속

성의다양성도크게증가함에따라영상분류는매우도

전적인연구주제라할수있다. DEM이나DBM등과같

은영상이외의자료를사용하지않고영상자료만을이

용하여분류정확도를향상시키는방법으로Magpantay et

al. (2018)는 Landsat-8 OLI의밴드연산을통해생성되는

정규식생지수(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영상과정규수계지수(NormalizedDifferenceWater

Index, NDWI) 영상을다른밴드영상과함께분류에사

용하여분류정확도를향상시키는방법을제안하였다.

Ye (2020)는 클래스 분리도(class seperability) 개념을 이

용하여 영상 분류를 위한 유사도 계산에서 각 분광 특

징의기여도를자동으로결정하여분류정확도를향상

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앞의 두 방법은 입력 영상

정보에기초하여새로운특징영상을생성하거나, 입력

분류영상의분류기여도를계산하여분류정확도를향

상시키는 연구로 Landsat-8 OLI영상에서는 그 효용성

이 확인되었으나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대해서는 효용

성 확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입력 영상

정보를 사용하여 분류 단계에서 NDVI나 NDWI와 같

은추가정보를이용하거나영상정보의상대적인기여

도를결정하는이와같은방법은원영상만을직접사용

하는것보다향상된정확도를얻을수있으나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도시지역의건물등과같이다양한색상

을가지는객체들을정확히분류하는데는한계가있다.

고해상도위성영상에서하나의클래스에속하는객체들

이다양한색상을가지는경우에는클래스내부에서도

다양한서브클래스를정의해야하는경우가발생하며,

추가적인서브클래스정의로인해분류에사용되는총

클래스의수가증가할수록분류성능이저하되는문제

점이있다. 다양한색상의객체들이존재하는클래스에

다수의 서브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객체 색상을

고려한새로운분류전략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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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색상(Hue) 채널 클래스 결합을 통한

분류정확도향상에대한선행연구(Ye, 2021)를기초로

모든입력영상을분류단계에서이용하는기존방식과

달리입력영상을분류에중요한요소인색상을기준으

로 분류 이전 단계에서 각 색상 채널 영상으로 분할하

고이후객체기반의분류를수행하는방법을제안한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먼저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객체 분

할 및 객체 분광 특성을 살펴보고 HSV색상 채널 분할

방법과색상채널의클래스라벨할당및변환, 분류결

과와객체분할결과의결합방법을소개한다. 3장에서

는 아리랑3A영상을 이용한 정성적 및 정량적 분류 결

과를기존의상용소프트웨어의분류결과와함께제시

하고 4장에서는본논문의결론을제시한다.

2. 연구 방법

1)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객체 분할 및 객체 분광 특성

객체 기반의 영상 분류는 객체의 주요 특징 정보로

객체의 형태 정보와 분광 정보를 사용한다. 객체의 형

태정보는분광정보중심의화소기반분류에서는제공

되지않는객체의중요한속성정보로서영상분할의결

과로 얻어지는 각 분할 영역이 객체 형태 정보와 일치

할 경우에는 객체 기반 분류 시 매우 유용한 특징 정보

로 활용될 수 있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 관심 대상

의객체가단순한형태와분광값을가지는경우에는객

체 형태에 대응하는 분할 영역을 영상 분할을 통해 쉽

게추출할수있으나일반적인경우에는분할영역과각

객체의 형태 정보가 잘 일치하지 않는다. Fig. 1은 아리

랑3A위성영상의 영상 분할 결과이며 일부 건물 지붕

영역의경우하나의분할영역으로표현되지만대부분

의 건물 지붕은 여러 개의 분할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

을확인할수있다. 개별건물지붕영역에대해영상분

할에사용되는임계값을각각조정하면건물지붕형태

정보와 유사한 분할 영역을 얻을 수 있으나 다양한 형

태와분광값을가지는다수의건물이존재하는일반적

인경우에는영상분할임계값을개별적으로적용하기

가현실적으로어렵다.

객체기반의고해상도위성영상분류에서또다른어

려운점은분류단계에서사용되는각클래스의대표되

는 특징값을 추출하는 부분이다. 각 클래스의 훈련 집

합에사용되는샘플이비교적일정한분광값범위에속

하는 중저해상도의 위성영상과 달리 고해상도 위성영

상의경우에는하나의클래스내부에서도다양한서브

클래스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면,

다양한종류의건물이존재하는도심지역의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는건물을하나의클래스로정의하기어

렵고 건물 클래스 하위에 다양한 건물 색상 유형을 포

함할 수 있는 건물 서브 클래스의 구성이 필요하다. 결

과적으로각클래스마다다수의서브클래스를정의해

야 하고 분류 단계에서 사용되는 총 클래스 개수가 지

나치게많아지게됨에따라다수의클래스별샘플의추

Hue 채널 영상의 다중 클래스 결합을 이용한 객체 기반 영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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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mage segmentation of KOMPSAT-3A image for object-based image classification.



출과정이사용자입장에서는매우어려운문제가되며

분류에사용되는클래스수가크게증가함에따라분류

성능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하나의클래스에대해다양한서브클래스구성이필

요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서브클

래스를정의하기위해서필요한서브클래스별분광특

성의 차이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Fig. 2는 아리랑3A위

성영상에서유사한청색계열영역들의 RGB히스토그

램 분포의 차이를 보여준다. Fig. 2의 두 사각형 영역은

청색의농도가조금차이가있으나 RGB히스토그램분

포 상으로는 Red밴드와 Green밴드의 분포에서 큰 차

이가 있다. RGB히스토그램에서 그 분포에 차이가 많

은 객체들을 하나의 클래스나 서브클래스로 정의하게

되면영상분류시클래스분리도(class separability)가낮

아지므로분류성능이저하되는문제가발생된다. 따라

서 RGB히스토그램분포가가급적유사한객체들을서

브클래스로 정의하여야 하지만 서브클래스 특징 샘플

링단계에서 RGB색상모델을이용하여사용자가육안

으로 이를 정확하게 식별하여 서브클래스를 구분하기

는 쉽지 않다. 또한 각 클래스의 서브클래스들을 포함

하는전체클래스의종류가많아질수록분류단계에서

클래스간분리도가낮아지는문제점이발생한다.

이상과같이고해상도위성영상에서분할영역과각

객체의 형태 정보가 잘 일치하지 않는 점과 RGB색상

모델에서 사용자가 육안으로 서브클래스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어려운점, 클래스의종류가많아질수록분

류단계에서클래스간분리도가낮아지는점들이고해

상도위성영상의객체기반분류에서해결해야할문제

이다.

2) HSV Hue 서브채널 영상의 객체 기반 분류

앞서살펴본바와같이고해상도위성영상의객체분

류를위해서는객체형태정보를분류특징으로직접사

용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다수의 서브클래스를 분류하

는과정에서클래스분류도가낮아지는점을방지하는

방법이필요하다. RGB컬러공간에서다수의서브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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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s of RGB color histogram difference between similar spectral regions in KOMPSAT-
3A imagery.

Fig. 3.  Overall procedure of the proposed classification
method.



스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방식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Fig. 3과같이 RGB컬러모델을 HSV컬러모델로변환

한후에 HSV컬러모델의색상(Hue) 성분을유사한색

상의화소들로구성되는서브채널들로분할하고각서

브채널에대한분류를수행한후에그결과를결합하는

새로운분류방식을제안한다.

(1) HSV 컬러 변환

HSV컬러 공간은 색의 종류가 색의 선명도, 밝기와

분리된 컬러 공간으로서 색의 종류를 나타내는 색상

(Hue) 성분, 색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채도(Saturation)

성분, 색의밝기를나타내는명도(Value)로구성된다. H,

S, V는 RGB컬러값을이용하여식 (1)~(3)으로계산되

며색상과명도는각각 0~1 사이의값을가진다. 반면에

색상(Hue)은색상에따라 0도에서 360도사이의분포를

가진다. 색상 성분 분포를 일정한 각도 간격의 서브채

널로구분하면, 각각의서브채널은비슷한색상을가지

게 된다. 따라서 색상 서브채널에 속하는 색상으로 한

정해서영상을분류하면다양한색상으로분포하는객

체들을유사한색상별로한정하여객체를분류하는효

과를얻을수있다.

V = max(R, G, B)                                                    (1)

S =
               if V ≠ 0                  (2)

         0                                       otherwise

                     if V = R

H =   120 +   if V = G                 (3)

         240 +   if V = B

여기서 V는 명도로 색의 밝기를 나타내며, S는 채도로

색의선명도를나타낸다. H는색의종류를나타내는색

상(Hue)으로 0에서 360까지각도단위로표현된다.

(2) HSV 색상(Hue) 채널 분할

색상성분채널분할을위해먼저RGB영상을HSV로

변환 후 색상 성분(0~360도)을 Fig. 4와 같이 일정 각도

간격의채널로분할하여색상서브채널(Hue subchannel)

을 구성한다. 관심 객체가 존재하는 색상 서브채널(관

심객체채널) 영상에서관심객체영역을검출한후에

이에 대응하는 관심 객체 영역을 RGB영상에서 검출

한다. 채널 분할 각도가 작을수록 색상 서브채널 영상

의 개수는 증가하고 각 색상 서브채널에 대한 RGB영

상에서검출되는화소들의색상유사도는증가한다. 반

면에채널분할각도가커질수록색상서브채널영상의

개수는감소하고각색상서브채널영상에존재하는화

소들의색상범위는증가한다. 다양한색상을가지는원

영상의화소들이색상서브채널영상별로구분되어이

후 영상 분류 단계에서는 각 색상 서브채널 영상의 화

소들에대해서만클래스를선정하고영상분류를수행

할수있게된다.

색상채널분할은색상을기준으로영상분류가자동

으로 수행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

용자는 다수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원영상에서 클래스

를직접정의하고샘플을추출하는과정을피하고화소

들의 색상 범위가 축소된 각 색상 서브채널 영상에 대

한 클래스 정의와 샘플 추출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색

상 채널 분할의 또 다른 이점은 영상 분류 단계에서 각

색상서브채널영상내에서만클래스를정의하고샘플

을 추출하게 됨에 따라 다른 색상 서브채널 영상에 속

하는화소들의영향을받지않고서브채널영상별로독
V – min(R, G, B)

V

60(G – B)
V – min(R, G, B)

60(B – R)
V – min(R, G, B)

60(R – G)
V – min(R, 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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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ue channel division. The pixels belonging to each
hue channel have similar colors in the RGB color
space.



립적인 분류를 수행하게 되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색상서브채널영상에속하는클래스들간에는클

래스분리도를특별히고려하지않아도되는분류전략

이라고할수있다.

(3) 색상 채널의 클래스 라벨 할당 및 변환

일반적인영상분류에서는영상에존재하는클래스

를 정의하고 영상 화소 또는 객체가 어떤 클래스에 속

하는지를판정하여판정된클래스에해당하는클래스

라벨을 할당하게 된다. 이에 반해 다수의 색상 서브채

널영상에대해분류를수행하고각서브채널의분류결

과를통합하여하나의분류결과영상을생성하기위해

서는각색상서브채널에클래스를지정하는방식과함

께다수의색상서브채널영상에서할당된클래스라벨

들을하나의분류결과영상에통합적으로기술하는방

식을정의해야한다.

색상서브채널영상H에존재하는클래스K가 L개의

서브클래스로구성되고화소에할당하는클래스라벨

을 CH(K, l) (l = 1, 2, 3, …, L)라할때, 첫번째로정의되

는 l=1일때의클래스라벨 CH(K, 1)을기본클래스라

벨(basic class label)이라 하고, l≥2일 때의 클래스 라벨

CH(K, l)(l≥2)을 서브 클래스 라벨(sub-class label)이라

하자. Fig. 5의 Sub-channel (H=1) 영상에는 클래스 K=1
에 대해 기본 클래스 라벨 C1(1, 1)과 서브 클래스 라벨

C1(1, 2)이존재하고 Sub-channel (H=2) 영상에는클래스

K=2에대해기본클래스라벨C2(3, 1)과서브클래스라

벨 C2(2, 2)이존재하고그밖에 Sub-channel (H=1) 영상

에서정의한클래스 K=1과같은클래스라벨 C2(1, 1)이
존재한다. 색상 서브채널 Sub-channel (H=1, 2) 영상의

분류 후에 할당된 각 클래스 라벨은 클래스 라벨 변환

(Class Label Transformation) 과정을통해서서브클래스

라벨은 모두 기본 클래스 라벨로 변환시킨다. Fig. 5의

Sub-channel (H=1) 영상의 서브 클래스 라벨 C1(1, 2)은
클래스라벨변환후에 C1(1, 1)로변환된다. 마찬가지로

Sub-channel (H=2) 영상의 서브 클래스 라벨 C1(2, 2)은
C1(2, 1)으로 변환된다. 클래스 라벨 변환 과정을 통해

각 색상 채널에 존재하는 서브 클래스 라벨은 모두 기

본클래스라벨로변환되고최종적으로클래스라벨결

합(Class Label Merging) 영상에는 K=1, K=2의 두 개의

클래스 라벨만 남게 된다. 이와 같은 클래스 라벨 할당

과 변환 과정을 통해 하나의 클래스가 여러 색상 채널

영상들내에여러개의서브클래스라벨로할당되어도

최종적으로하나의클래스라벨로변환된다.

(4) 색상 서브채널 영상 분류

앞서 설명한 색상 채널의 클래스 라벨 할당 및 변환

전략에 따라 먼저 각 색상 서브채널에 대해 기본 클래

스 라벨과 서브 클래스 라벨을 정의한다. 이후 Fig. 6과

같이색상서브채널영상에서정의된기본클래스와서

브 클래스에 대한 샘플을 각각 추출한 후에 최소 거리

기반의 분류를 수행한다. 분류 후에 할당된 기본 클래

스 라벨과 서브 클래스 라벨에 대한 클래스 라벨 변환

을수행하고클래스결합을통해최종적으로기본클래

스 라벨만으로 분류 결과 영상을 표현한다. 클래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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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ransformation of class labels in sub-channel images and class label merging.



벨변환과클래스결합과정은모든색상서브채널들에

대해적용하여최종적으로기본클래스라벨만으로분

류결과영상을표현한다.

(5) 영상 객체 생성

객체기반의영상분류를수행하기위해서는영상객

체의 생성이 필요하다. 객체 기반 영상 분류에 사용되

는영상객체는일반적으로영상분할을수행한후에획

득된 영역으로 정의된다. 영상 분할은 유사한 밝기 값

을가지는화소들을하나의영역으로정의하는과정으

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영역 기반의 영상 분할 기

법인워터쉐드(watershed) 알고리즘을이용한다.

워터쉐드 알고리즘은 Fig. 7과 같이 그레디언트

(gradient) 크기가주변화소보다작은영상화소(maker)

를기준으로유사한밝기값영역을라벨링하는영상분

할방법이다. 워터쉐드알고리즘을이용한영상분할을

수행하기에앞서영상의과도분할을완화시킬목적으

로미디언필터(median filter)를적용하고그레디어언트

크기가 임계값보다 작은 그레디언트 화소를 marker로

선택한후에영상라벨링을수행하여분할영역정보를

획득한다. 워터쉐드알고리즘은영역내부와외부를구

분하는폐곡선형태의영역경계선획득이가능하고에

지 기반의 경계선 검출 방식에 비해 약한 강도의 영역

(객체) 경계선검출이가능해서객체기반의영상분류

를위한객체생성에적합한알고리즘이다.

(6) 분류 결과와 객체 분할 결과의 결합

각 색상 서브채널의 분류 결과를 객체 분할 결과로

얻어진객체영역상에표시하면대체로하나의영역에

하나의클래스라벨이존재하나영역내부의분광특성

에 따라 여러 개의 클래스 라벨이 동일 영역 안에 존재

할수있다. 동일영역안에서각클래스라벨에속하는

화소의 총 개수와 영역 안의 전체 화소 개수와의 비율

이 임계값 TR보다 큰 경에는 가장 많은 화소가 속한 클

래스 라벨을 영역 전체 화소에 할당한다. 이 과정을 통

해영역내부의분류오류를보정하고미분류된화소들

도영역내부에서가장우세한클래스로분류되는효과

를얻을수있다.

3. 연구 결과 및 분석

객체기반의분류를위해본연구에서는다양한색상

의 지표 속성을 가지는 도시 지역을 촬영한 아리랑3A

위성영상을 실험 영상으로 사용하였다(Fig. 8). 다양한

색상과크기의건물들이밀집되어있으며영상우측의

건물들주변으로나지가일부존재하고영상우측의상

단과 하단 그리고 좌측 상단에 식생 영역이 분포한다.

그 밖에 영상 중심 부근의 건물들 사이와 외곽 부근에

도로가존재한다.

본실험에서는건물, 식생, 도로, 나지로구성되는총

4종류의클래스를정의한다. 실험영상은 Fig. 9(a)와같

이동일한건물지붕의색상과질감이상이한건물들이

다수존재한다. 건물클래스에속하는건물들의지붕이

다양한색상을가짐에따라도로나나지와같은다른클

래스와의클래스분리도가떨어져서분류성능을저하

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Fig. 9(b)는건물지붕

과 인접한 도로의 색상이 매우 유사한 경우이며,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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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Watershed image segmentation. The markers serve
as seed points of the regions in the watershed
transformation.

Fig. 6.  Image classification and class label transformation
for hue subchanne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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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nlarged regions of Fig. 8. (a) buildings with various
colors on the same roofs (b) building roofs and
roads with similar colors (c) and (d) building roofs
and bare ground with bright intensities.

Fig. 8.  The experimental KOMPSAT-3A image over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Korea (2018.9.25.).

Fig. 10.  KOMPSAT-3A image and hue sub-channel images with similar colors.



9(c)와 Fig. 9(d)는건물지붕과나지의밝기값이매우밝

은 경우로 모두 클래스간 분리도가 높지 않은 예를 보

여준다.

Fig. 10은아리랑3A위성영상을 9개의색상서브채널

영상으로분할한결과를보여준다. 실험에사용된영상

은다양한색상범위에걸쳐서객체들이존재하는영상

으로본실험에서는각색상별로객체들이충분히구분

될수있도록총 9개의색상서브채널영상으로분할하

였다. 영상에포함된클래스들의색상분포가비교적단

순한경우에는색상서브채널의개수를더작은수로분

할할 수 있다. 각 색상 서브채널 영상에 존재하는 화소

들은유사한색상을가지게된다. Fig. 10의 Sub-channel

1에 속하는 화소들은 적색 계열의 화소들이 검출되고

Sub-channel 6 영상에는 청색 계열의 화소들이 검출된

것을확인할수있다. 각색상서브채널영상은다른채

널영상과는독립적으로객체기반의분류의입력으로

사용된다.

Fig. 11은 Sub-channel 6 영상에서다양한색상을가지

는건물들이여러서브클래스로라벨링이되고이후클

래스 라벨 변환 과정을 통해 하나의 기본 클래스 라벨

로변환된결과를보여준다. Fig. 11(d)부터 Fig. 11(f)까지

는 Fig. 11(a)의사각형영역위치에해당하는각결과를

확대한영상으로청색계열에속하는화소들이서브클

래스 라벨로 분류가 되고 클래스 라벨 변환 과정을 통

해하나의건물기본클래스라벨로변환된결과이다.

색상서브채널영상의분류결과는워터쉐드영상분

할 결과와 결합되어 객체 영역 단위의 분류 결과를 생

성한다. Fig. 12는실험영상에워터쉐드영상분할알고

리즘을적용한결과영상의일부를보여준다.

Fig, 13은색상서브채널영상의화소단위분류결과

를영역으로변환한결과를보여준다. 색상서브채널영

상 분류 결과와 객체 분할 결과의 결합에 적용되는 임

계값 TR은 0.2를 적용하였다. Fig. 13(c)와 Fig. 13(d)에서

볼 수 있듯이 화소 단위의 분류 결과에서 미분류된 화

소는 객체 영역 정보를 이용하여 영역 내에 가장 빈도

가많은클래스라벨로보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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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xamples of class label transformation (a) a hue subchannel image (b) the classified image with one
basic class label and several subclass labels (c) the classified image with one basic class label after class
label merging (d)~(f) the enlarged images of (a)~(c) over the yellow rectangle area in Fig. 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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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ransformation of classified pixels into object regions (a) a hue subchannel classification
result (b) object-based representation (c) and (d) the enlarged regions of the yellow
rectangle area in (a) and (b).

Fig. 12.  Result of image segmentation by the watershed algorithm (a) a part of red band image
(b) the segmented regions.



제안한 객체 기반 분류 기법의 성능 비교를 위해 두

가지 객체 기반 분류 기법과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첫

번째 비교 대상 분류 방식은 객체를 생성하는 영상 분

할은 앞서 소개한 방법과 동일한 반면에 영상 분류 시

색상채널분할없이원영상 R/G/B/NIR밴드를한번

에모두이용하여최소거리기반의분류를수행하는방

식(RGBN기반의분류기법)이다. 객체내부보간은앞

서 소개한 방식과 같이 가장 우세한 클래스 라벨로 객

체영역내부를보간한다. 두번째비교대상분류기법

으로대표적인객체기반의분류소프트웨어중하나인

ENVI Feature Extraction알고리즘 방법을 이용하였다.

객체세그먼트생성파라미터인에지기반알고리즘의

Scale Level은 35, Merging 알고리즘으로 Full Lambda

Schedule을선정하고Merge Level은 80으로설정하였다.

분류에 사용되는 속성은 4개 밴드 모두를 사용하고

Auto Selection을적용하였다. 분류기는 kNN방식을적

용하였고각클래스별로대표적인샘플영역을 20~30

개선정하였다.

Fig. 14는 RGBN기반의분류결과를보여준다. 식생

에속하는화소들은대부분잘분류되었으나건물영역

에속하는많은화소들이도로영역으로분류되었고일

부는 나지로 분류되었다. 건물 영역 중 밝기 값이 밝은

일부건물들이나지로오분류되는경우가여러곳에서

발생하였다.

Fig. 15는 ENVI Feature Extraction을 이용한 분류 결

과이다. RGBN기반의분류결과에비해건물클래스에

속하는 영역의 검출 비율이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그

러나여전히건물영역이나지로오분류된경우가여러

곳에서발견되고건물영역이도로영역으로오분류된

영역도 일부 발견된다. 분류 결과 영상의 상단 부근에

서식생영역의일부가도로로오분류되는곳이있으며

우측상단과하단의식생영역에서일부는건물로오분

류되는영역이발생하였다.

Fig. 16은제안한방법을적용한분류결과로대부분

의건물영역들이건물클래스로분류가되었음을볼수

있다. 밝은밝기값을가지는나지영역중일부가건물

로오분류되기도하였으나앞의두방법에비해건물영

역의분류결과는대체로양호하고도로영역과나지영

역도 대체로 앞의 두 방식의 결과에 비해 양호한 분류

결과를 보인다. 식생 영역 중 작은 크기의 검은색 영역

은주로그림자에속하거나밝기값이매우어두운영역

에속하는미분류를화소를나타낸다. 이러한영역들은

추가적으로그림자클래스를정의한후에그림자클래

스로분류하거나크기가작은영역은형태학적연산을

이용한후처리를통해주변의클래스로보간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미분류상태로만구분하고각분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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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Result of image classification using ENVI Feature
Extraction method.

Fig. 14.  Result of image classification using RGBN-based
classification method.



의정량적인분류성능을평가할때에는이들화소가속

하는영역은배제하고성능을평가하였다.

Fig. 17은앞에서소개한세가지방식의분류결과를

상세하게비교하기위해원영상과각방법으로분류한

결과영상의일부를확대한영상이다. Fig. 17(a)의사각

형내부에존재하는건물지붕의색상은흰색으로원영

상의 나지 분광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RGBN

기반의분류방법에서는해당건물영역들이모두나지

로 분류되었으며 ENVI Feature Extraction방법에서는

상단의건물과하단의건물지붕일부가나지로분류되

었다. 반면에 제안한 방법은 상단의 건물 일부만 나지

로분류되고그외의영역은건물로분류되었다. ENVI

Feature Extraction방법의경우 Fig. 17(c)의사각형영역

에서 볼 수 있듯이 식생 영역 일부가 도로 클래스로 분

류가되었다.

분류결과에대한정량적인성능평가를위해무작위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7, No.6-3, 2021

– 2022 –

Fig. 17.  Enlarged images of the classified images (a) the original image (b) RGBN-
based classification method (c) ENVI Feature Extraction method (d) the
proposed classification method.

Fig. 16.  Result of image classification using the proposed
classification method.



추출법(random sampling)으로분류성능을평가하는기

준점을추출하고각기준점이속하는클래스를결정한

후에 각 분류 방법으로 얻어진 분류 결과 영상의 분류

정확도를평가하였다. Table 1은 RGBN기반의분류결

과 영상에 대한 정확도 평가 결과를 보여준다. 건물의

생산자정확도가 37.78%로매우낮고도로와나지의사

용자 정확도도 각각 37.25%, 43.59%로 낮은 값을 보였

다. 건물 분류의 정확도가 낮고 도로와 나지의 분류 결

과신뢰도가낮음을알수있다. Overall accuracy와 kappa

coefficient는각각 66.67%, 56.21%의결과를보였다.

Table 2는 ENVI Feature Extraction방법의분류정확

도 평가 결과이다. 건물의 생산자 정확도가 61.17%로

RGBN기반의분류방법에비해생산자정확도가많이

향상되었으나 식생의 생산자 정확도는 85.92%로

12.19% 정확도가낮아졌다. 도로의사용자정확도는다

소낮아졌고나지의사용자정확도는 51.72%로정확도

가향상되었다. Overall accuracy와 kappa coefficient는각

각 73.73%, 63.46%로 RGBN기반의 분류 방법에 비해

향상된분류정확도를보였다.

Table 3은제안한방법의분류정확도평가결과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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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ccuracy assessment of the RGBN-based classification method
Building Vegetation Road Bare ground Row Total U.A. (%)

Building 34 0 0 0 34 100.00
Vegetation 6 52 1 0 59 88.14

Road 29 1 19 2 51 37.25
Bare ground 21 0 1 17 39 43.59
Col. Total 90 53 21 19 183
P. A. (%) 37.78 98.11 90.48 89.47
O.A. (%) 66.67
K.C. (%) 56.21

Table 2.  Accuracy assessment of the ENVI Feature Extraction method
Building Vegetation Road Bare ground Row Total U.A. (%)

Building 63 2 0 2 67 94.03
Vegetation 0 61 1 0 62 98.39

Road 27 8 21 3 59 35.59
Bare ground 13 0 1 15 29 51.72
Col. Total 103 71 23 20
P. A. (%) 61.17 85.92 91.30 75.00
O.A. (%) 73.73
K.C. (%) 63.46

Table 3.  Accuracy assessment of the proposed classification method
Building Vegetation Road Bare ground Row Total U.A. (%)

Building 74 0 1 2 77 96.10
Vegetation 1 42 1 0 44 95.55

Road 14 1 19 5 39 48.72
Bare ground 1 0 0 12 13 92.31
Col. Total 90 43 21 19 173
P. A. (%) 82.22 97.67 90.48 63.16
O.A. (%) 84.97
K.C. (%) 77.56



물의 생산자 정확도가 82.22%로 앞의 두 방법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도로의 사용자

정확도는 48.72%로다른클래스에비해낮은정확도를

보이나앞의두방법대비 10%이상의향상된결과를보

였다. 나지의 사용자 정확도는 92.31%로 앞의 두 방법

대비 정확도가 매우 크게 향상되었다. Overall accuracy

와 kappa coefficient는각각 84.97%, 77.56%로 RGBN기

반의방법대비 overall accuracy는 18.3%, kappa coefficient

는 21.35%의정확도향상이이루어졌으며, ENVI Feature

Extraction 방법 대비 overall accuracy는 11.24%, kappa

coefficient는 14.1%의정확도향상이이루어졌다. 세가

지분류방법의분류결과에서도로의사용자정확도가

상대적은낮은이유는영상에서도로의분광특성과유

사한건물들이포함되어있어건물화소들가운데일부

가도로화소들로분류되었기때문이다.

4. 결론

본논문에서는고해상도영상의분류를위해색상채

널영상분류및다중클래스결합을이용한객체기반의

분류방법을제안하였다. 제안하는객체기반의분류방

법은영상분류를전체영상화소를대상으로수행하지

않고색상별로분할된서브채널영상의화소중심으로

먼저분류한후에모든색상서브채널의분류결과와영

상분할결과를결합한다. 다양한색상의건물들을포함

하는 도시 지역에 대한 분류 실험을 통해 RGBN기반

의 방법 대비 overall accuracy는 18.3%, kappa coefficient

는 21.35%의정확도향상이이루어졌으며, ENVI Feature

Extraction 방법 대비 overall accuracy는 11.24%, kappa

coefficient는 14.1%의정확도향상결과를얻었다. 특히

다양한색상을가지는건물의생산자정확도가크게향

상된결과를얻었다. 제안한방법은클래스에속하는화

소들이다양한색상을가지는경우에도객체의색상, 질

감 등을 모두 이용하는 기존의 객체 기반 분류 방법 대

비 분류 성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서브 미터의 공

간해상도를가지는고해상도영상의경우영상안에다

양한색상의객체가다수존재하는경우에는기존의객

체 기반 분류 방식은 분류 성능에 한계를 가지게 된다.

본논문은이러한다양한색상을가지는고해상도위성

영상의 객체 분류를 위해 색상 채널 분할의 새로운 접

근방식을제안한데의의가있다.

사사

본연구는 2021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부위성정

보활용협의체 지원(FR21K00W01)” 과제의 지원에 의

해수행되었습니다.

References

Blaschke, T., 2010. Object based image analysis for
remote sensing, ISPRS Journal of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65: 2-16.

Blaschke, T., G.J. Hay, M. Kelly, S. Lang, P. Hofmann,
E. Addink, R. Queiroz Feitosa, F. van der Meer,
H. van der Werff, F. van Coillie, and D. Tiede,
2014. Geographic object-based image analysis-
towards a new paradigm, ISPRS Journal of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87: 180-191.

Choi, S.K., S.K. Lee, Y.B. Kang, S.K. Seong, D.Y.
Choi, and G.H. Kim, 2020. Applicability of
image classification using deep learning in small
area: case of agricultural lands using UAV im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38(1): 23-3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ucharczyk, M., G.J. Hay, S. Ghaffarian, and C.H.
Hugenholtz, 2020. Geographic object-based
image analysis: a primer and future directions,
Remote Sensing, 12(12): 2012.

Lee, D.G., J.H. You, and H.J. Lee, 2018. Comparison
of geospatial feature extraction process on object
based classification method using KOMPSAT-3A
satellite im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26(3): 13-2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S. and J. Kim, 2019. Land cover classification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7, No.6-3, 2021

– 2024 –



using sematic image segmentation with deep
learning,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35(2): 279-288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S.H. and M.J. Lee, 2020. A study on deep learning
optimization by land cover classification item
using satellite imagery,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36(6-2): 1591-1604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Magpantay, A.T., R.T. Adao, J.L. Bombasi, A.C.
Lagman, E.V. Malasaga, and C.S. Ye, 2019.
Analysis on the effect of spectral index images
on improvement of classification accuracy of
Landsat-8 OLI image,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35(4): 561-57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Na, H.S. and J.S. Lee, 2014. Analysis of land cover
characteristics with object-based classification
method - focusing on the DMZ in Inje-gun,
Gangwon-do,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7(2): 121-
13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Rhee, S.Y., W.S. Jeon, and H. Choi, 2018. Analysis of
deep learning applicability for KOMPSAT-3A
satellite image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26(4): 69-7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eong, S.K., S.I. Na, and J.W. Choi, 2020. Assessment
of the FC-DenseNet for crop cultivation area
extraction by using RapidEye satellite imagery,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36(5-1):
823-83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hin, J.S., T.H. Lee, P.M. Jung, and H.S. Kwon, 2015.
A study on land cover map of UAV imagery
using an object-based classification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23(4): 25-3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ong, J.Y., J.C. Jeong, and P.S.H. Lee, 2018. Development
of a classification method for forest vegetation
on the stand level, using KOMPSAT-3A imagery
and land coverage map,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32(6): 686-697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e, C.S., 2020. Evaluating the contribution of spectral
features to image classification using class
separability,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36(1): 55-6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Ye, C.S., 2021. Improvement of object-based image
classification using hue channel class merging,
2021 Fall Online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for Remote Sensing, KOR, Oct. 20-22.

Hue 채널 영상의 다중 클래스 결합을 이용한 객체 기반 영상 분류

– 2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