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공학박사 학 논문

정규격자 기반

허 선소 확장법을 이용한

학 성 상의 선형 추출

LineExtractionfrom OpticalSatellite

ImagesUsingaRegularGrid-based

HoughLineSegmentGrowingAlgorithm

2016년 2월

서울 학교 학원

건설환경공학부

염 호



-i-

국문 록

원격탐사 기술은 성,항공기,드론 등의 랫폼에서 물체로부터 반사

는 방사되는 자기 를 측정하여 물체의 종류와 상태 등을 탐사하는

기술로서 지구 측 정보의 양 ,질 수 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

고 있다.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지구 측 성을 발사하고 있

으며 원격탐사 센서의 공간해상력 한 발 을 거듭하고 있다. 학

성 상의 공간해상력 증가는 상 처리 기법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상 내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지형지물의 특징을 구분하기

해 다양한 특징기반 상 처리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상의 특징 요소 하나인 선형은 건물 추출,도로 추출, 상 정합

등 다양한 원격탐사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가장 표 인 선형 추출 방

법인 허 변환은 다른 기법에 비해 원 상의 노이즈나 락에 향을

덜 받는다는 장 이 존재한다.그러나 높은 연산 비용 문제,원격탐사

상에 한 용의 어려움,객 화된 라미터 설정의 어려움,그리고 추

출된 선형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 이 존재한다.본 연구에

서는 기존 허 변환의 문제 들을 개선하여 학 성 상 내 지형지물

의 경계 정보를 정확하고 연산 효율 으로 생성하는 선형 추출 기법을

제안하 다.나아가 제안 기법의 선형 추출 결과를 이용한 건물 분류 연

구를 수행하 다.

학 성 상의 선형 추출을 해서,정규격자 별 주선형을 추출하고

상향식 방법을 통해 기 추출 선형을 연결함으로써 극 의 수,극 의

임계값,극 의 이웃 조건 등과 같은 허 변환 라미터 설정에 독립

인 객 선형 추출 기법을 제안하 다. 한 정규격자 기반의 선소 확

장법을 통해 공선 선형과 직교 선형을 연산 효율 으로 탐지하고 연결하

다.각각 건물,도로,농경지를 주요 개체로 포함하는 다양한 해상도의

Worldview-2,KOMPSAT-2,RapidEye 학 성 상에 제안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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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하향식,지정식 조군 실험과 비교하 다.정확도 평가 결과,

제안 기법은 조군 실험에 비해 6∼19% 더 높은 정확도와 1.3∼2.9배

빠른 연산 속도를 보 다.특히 선형의 과 추정과 복 추정이 매우

기 때문에 상과 일 일 응성이 높다는 장 이 있으며 이는 선형

추출 결과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제안 기법의 선형 추출 결과를

이용하여,건물의 기하학 특징을 기반으로 훈련 자료를 자동으로 취득

하고 자동 건물 분류를 수행하 다.정확도 평가 결과,제안 기법은 86%

의 높은 정확도로 건물과 비건물 훈련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 다.건

물과 비건물의 분류 정확도 한 참조 데이터를 통해 이상 으로 훈련

자료를 취득한 결과에 하는 84%의 정확도를 보 다.

본 연구는 학 성 상의 선형을 추출하기 한 우수하고 연산 효율

인 선형 추출 기법을 제안하고 제안 기법의 장 을 활용한 건물 분류

연구를 수행했다는 에서 그 가치가 있다.특히 일반 으로 역 선

형 추출을 해 활용되는 허 변환을 개선함으로써 탐지 객체의 경계에

부합하는 지역 선형을 보다 정확하게 추출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향

후 제안 기법은 건물 탐지,도로 탐지,농경지 경계 추출,건물 분류,선

형 기반 상 정합 등 다양한 연구에 확 용이 가능하리라 기 된다.

주요어 :정규격자,선소 확장법,허 변환,선형 추출,건물 분류, 학

성 상

학 번 :2009-2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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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연구배경

원격탐사 기술은 성,항공기,드론 등의 랫폼에서 물체로부터 반사

는 방사되는 자기 를 측정하여 물체의 종류와 상태 등을 탐사하는

기술로서 1970년 원격탐사용 센서를 탑재한 성이나 비행기 랫폼이

개발된 이후 발 을 거듭하여 왔다.원격탐사 센서의 고도화와 자료 처

리 기술의 발 은 지구 측 정보의 양 ,질 수 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농학,임학(forestry),자원학,해양학,기상학,도시

공학,공간정보학,방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원격탐사 기술은 종래 인간이 지닌 감각 한계를 벗어나 시간·비용 효

율 인 데이터의 취득과 공간정보 추출을 가능하게 한다.사람의 으로

인식되는 가시 선 이외의 자외선, 외선 역의 자기 를 측정하며

최근에는 능동형 이더 센서를 통해 직 으로 자기 를 송수신 하

여 상을 분석하기도 한다.무엇보다 원격탐사 기술은 사람이 근할

수 없는 지역을 포함하여 넓은 지역의 정보를 효과 으로 취득할 수 있

다는 장 이 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지구 측 성이 고유의 목 에 따라

발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구 측 성들의 요 발 흐름 하나는 공

간해상도의 증가라 할 수 있다.2000년 1m 고해상도 성 상이

상용화 된 후 다양한 고해상도 성이 발사되었으며 2014년 8월에는

30cm의 해상도를 갖는 Worldview-3 성이 발사되기도 하 다. 재

고해상도 성 상의 공간해상력은 항공사진에 하는 고해상력 수

으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독자 인 고해상도 지구 측

학 성 아리랑(KOMPSAT)3,3A호를 운용 에 있다.원격탐사 센서의

공간해상력 발 은 상 처리 기법에도 큰 향을 미쳤다.기존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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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화소기반(pixel-based) 상 처리 기법은 고해상도 상 내에 존재

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지형지물의 특징을 구분하기에 부 합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Cracknell,1998;BlaschkeandStrobl,2001;Burnett

andBlaschke,2003).이러한 배경에서 고해상도 성 상의 분석을

한 객체기반(object-based) 특징기반(feature-based) 상 처리 기법

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기 시작하 다(Kartikeyanetal.,1998;Baatzand

Schäpe,2000;Neubertetal.,2008). 표 인 객체기반 상 처리 기법

과 특징기반 상 처리 기법으로는 각각 상 분할(image

segmentation)과 선형 추출을 들 수 있다.해당 방법들은 단일 화소가

아닌 객체 자체의 면과 선 정보를 추출한다는 장 이 있다.

원격탐사 연구의 핵심 인 목 은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

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래스터(raster)형태의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선형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데이터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 요한 작

업이다. 상의 표 인 특징 요소 하나인 선형은 다양한 원격탐사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표 으로, 학 성 상에서 건물이나 도로의

경계를 추출하거나(Cuietal.,2012;Grigilloetal.,2012;Kim etal.,

2006;PoullisandYou,2010;ZhangandCouloigner,2007;Turkerand

Koc-san,2015)다 상의 정합을 한 공액 요소 추출(Elaksher,

2012;Gonçalvesetal.,2012;HabibandAlruzouq,2004;Habiband

Kelly,2001)에 선형 추출 기법이 이용된다.

가장 표 인 선형 추출 방법인 허 변환(Houghtransform,HT)은

2차원으로 라미터화된 공간을 이용하여 선형을 추출한다(Hough,

1962).허 변환은 다른 기법에 비해 원 상의 노이즈나 락에 향을

덜 받는다는 장 이 있다(Xuetal.,2011).그러나 높은 연산 비용 문제,

원격탐사 상에 한 용의 어려움,객 화된 라미터 설정의 어려움,

추출된 선형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 이 존재한다(Yeom

andKim,2015).

본 연구에서는 기존 허 변환의 문제 을 개선하여 학 성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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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형 특징을 추출하는 정규격자 기반 선소(linesegment)확장법을

제안하 다. 상 체에 한 역 (global)선형을 추출하는 일반 인

허 변환 기법의 용에서 나아가 탐지 객체에 부합하는 지역 (local)

선형을 추출하고자 하 다.특히 원 상과 일 일 응성이 높은 선형을

연산 효율 으로 추출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활용 연구에 용이 가능한

기본 선형 추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 다.나아가 제안 기법을 통

해 추출된 선형의 장 을 활용하여 건물 분류 활용 연구를 수행하 다.

추출된 직교 선형을 이용하여 건물의 자동 분류를 한 훈련 화소를 추

출하고 건물 분류를 수행하 다.이를 통해 학 성 상을 이용한 기

알고리즘의 개발뿐만 아니라 활용 연구까지도 본 논문에 포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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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동향 문제

본 연구가 포함하는 고해상도 학 성 상의 선형 추출 연구,선형

추출 결과를 이용한 건물 분류 연구는 각기 독립 인 연구 분야이다.

한 선형 추출 연구는 상 처리 기 알고리즘이며 건물 분류는 활용 분

야의 연구이다.따라서 본 에서는 각 연구 주제를 소제목으로 연구 동

향을 분석하 으며 각 연구 분야의 문제 과 한계를 도출함으로써 본 연

구가 해결하려는 과제에 하여 서술하 다.

1.2.1. 학 성 상의 허 선형 추출

학 성 상의 공간해상력 발 과 다양화에 따라 상처리 기법

한 발 을 거듭하고 있다.분류 는 임계화(thresholding)와 같은 통

인 화소기반 상처리에서 나아가 고해상도 성 상을 분석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제안되고 있다.특히 선형 추출은 패턴 인식,컴퓨터 비

,원격 탐사 분야에서 요한 연구 주제이며 선형 추출 결과를 이용한

스테 오 상 매칭,표 탐지,객체 인지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선형 추출 기법은 크게 상 역(imagedomain)기반 방법과 변

환 역(transform domain)기반 방법으로 나뉜다. 상 역 기반 방법

의 경우, 상의 화소값과 화소값의 기울기(gradient)정보를 직 으로

이용하여 선형을 추출한다.따라서 상의 노이즈에 민감하며 조각난 형

태의 짧은 선형을 추출한다는 문제 이 있다.반면,변환 역 기반 방법

의 경우 변환 역을 통해 선형을 추출하며 상의 노이즈나 에지 정보

의 락에 강건(robust)하다는 특징이 있다.Xuetal.(2011)이 요약한 선

형 추출 기법별 특징은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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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추출 방법 특징

상

역

기반

방법

Boldt알고리즘

(Boldtetal.,1989)

낮은 연산 비용,

라미터 설정의 어려움

Burns알고리즘

(Burnsetal.,1986)
노이즈에 민감,짧은 선형

Nevatia알고리즘

(NevatiaandBabu,

1980)

노이즈에 민감,짧은 선형

변환

역

기반

방법

FastHT

(Li,1986)
많은 메모리 요구,낮은 범용성

AdaptiveHT

(Illingworthand

Kittler,1987)

많은 메모리 요구,노이즈에 민감

RandomizedHT

(Xuetal.,1990)
복잡한 상에 부 합

FuzzyHT

(Hanetal.,1994)
노이즈에 강건,높은 연산 비용

Multi-scaleHT

(Atiquzzaman,1992)

상 으로 부정확,

높은 연산 비용

WeightMatrixHT

(GaoandLi,2000)

낮은 연산 비용, 은 메모리 요구,

상 으로 부정확

Radon변환

(Warrickand

Delaney,1997)

라미터 설정의 어려움,

높은 연산 비용

Beamlet변환

(HuoandChen,2005)
노이즈에 강건,높은 연산 비용

[표 1-1]선형 추출 기법의 분류 특징 (Xuetal.,2011)

변환 역 기반의 가장 표 인 선형 추출 기법은 허 변환을 들 수

있다.허 변환은 선형 탐지 과정에서 각각의 에지 화소를 지나는 모든

선형을 매개화 하기 때문에 연산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확률 허 변환(probabilisticHough

transform)과 임의 허 변환(randomizedHoughtransform)이 개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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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기법들은 선택된 일부 에지 화소들만을 이용하여 선형을 추출한

다(Banderaetal.,2006;Kiryatietal.,1991;KyrkiandKälviäinen,

2000;Xuetal.,1990).이와 같은 개선된 허 변환 기법들은 기 허

변환 기법의 연산 비용 문제를 완화시키지만 여 히 높은 연산 비용과

많은 메모리를 요구한다(LeemansandDestain,2006;Shapiro,2006).따

라서 은 수의 선형을 가진 작은 크기의 상에만 합하다는 문제 이

있다(SongandLyu,2005).이는 허 변환이 컴퓨터 비 분야에서 발

되어 부분 기하학 도형 상이나 지상에서 촬 된 사진에 용되

고 검증되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성 상이나 항공사진과 같은 큰 크기

의 원격탐사 상에 허 변환을 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Yeom

andKim,2015).고해상도 성 상과 같이 다양하고 많은 객체를 포함

하는 큰 크기의 상에서는 선택된 에지만을 이용하여 선형 추출에 사용

할 경우, 체 상에 해 균형 있는 선형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부 선형만을 추출하게 된다.따라서 고해상도 성 상 내 모든 역

에서 선형을 고루 탐지하며 연산 효율 인 선형 추출 기법의 개발이 필

요하다.

일반 으로 허 변환을 이용하여 선형을 다수 추출하고자 할 경우,

주요 라미터인 변환 평면 내 극 (peakpoint)의 탐지 개수를 증가시

키게 된다.그러나 합한 극 수의 설정은 입력 상,탐지 하려는 객

체의 크기와 형태,연구의 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객 인 라미

터 설정이 매우 어렵다.과도하게 많은 극 수를 이용할 경우 객체의

한 부분에서 복되는 다수의 선형이 추출되는 문제가 있으며 극 수가

을 경우 선형이 락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다른 허 변환 라미터

인 극 의 빈도에 한 임계값과 극 의 이웃 조건 등도 마찬가지

로 입력 상,실험 지역,탐지 하려는 개체의 특성에 한 의존성이 높

다.극 임계값이 낮거나 극 이웃 조건이 작을 경우 복 선형과 불

필요한 선형을 추출하는 문제가 있으며 극 임계값이 높거나 극 이웃

조건이 클 경우 선형이 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원격탐사 상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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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지형지물을 포함하는 경우, 합한 허 변환

라미터를 설정하기란 더욱 어렵다.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들이 분류

결과 는 수작업을 통해 연구 목 에 부합하는 허 변환 역을 제한

하고 실험 으로 극 수를 결정하여 허 변환을 수행하 다(Cuiet

al.,2012;Kim etal.,2006;Poullis and You,2010;Turkerand

Koc-san,2015).이와 같은 한계 을 극복하기 해서는 허 변환 라

미터 설정과 련한 감독(supervised)과정을 객 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선형 추출 알고리즘의 자동화와 재 성을 증 시킬 수 있다.

허 변환의 다른 주요 문제 은 추출된 선형의 연결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허 변환은 매개변수 공간에서 극 에 응되는 선형

을 추출할 뿐 추출된 선형간의 사후 연결은 고려하지 않는다.Guerreiro

andAguiar(2012)는 에지의 방향별 연결성을 분석하여 에지 방향 맵을

생성하고 허 변환의 극 탐지 과정과 결합하여 선형의 연결성을 보강

하 다.KyrkiandKälviäinen(2000)은 에지 공백을 고려하여 인 들

을 탐색하고 선형 피 (fitting)을 수행하 다.이후 선형 피 조건을 만

족하는 경우에만 극 의 값을 증가시켜 연결성이 강한 선형을 추출

하 다.Duetal.(2011)은 에지 기반 분석이 아닌 허 변환 공간에서의

탐색 역 설정과 기하학 분석을 통해 연속 인 선소를 탐지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단일 허 변환 역 내에서 연결성이

강화된 선형을 추출하는데 이 맞추어져 있다.따라서 복수의 허

변환 역에서 독립 으로 선형을 추출할 경우 추출 선형의 연결성이 결

여되는 문제가 있다. 한 나란한 방향으로 연속되는 선형을 추출하므로

직교하거나 교차하는 선형을 탐지하고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에서 언 한 일련의 문제 들을 해결하기 한 방법

으로서 정규격자 기반 허 선소 확장법을 이용한 허 선형 추출 기법

을 제안하 다.정규격자 별로 선형을 추출함으로써 상 체에 걸쳐

고루 선형을 추출하 으며 변환 역에 한 정의나 극 수와 같은 허

변환 라미터의 설정을 객 화하여 자동화 요소를 증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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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수의 허 변환 역에서 추출된 선형을 연결하기 한 정규격자

기반의 선소 탐색법과 연결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공선 선형이나 직교 선

형을 연산 효율 으로 연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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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고해상도 학 성 상을 이용한 건물 분류

원격탐사 센서와 상 처리 기술의 발 에 따라 다양한 활용 분야에

원격탐사 데이터가 이용되고 있다.그러나 도심 지역에 한 원격 탐사

는 재까지 어려운 연구 분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고해상도 성

상이 다양한 도심 개체의 복잡성을 반 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건물

탐지 연구의 경우 향상된 건물 추출 기법을 개발하기 해 다양한 연구

들이 재까지 지속 으로 수행되고 있다.건물 탐지 연구는 사용 데이

터와 알고리즘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크게 무감독(unsupervised)기법과

감독 기법으로 나 수 있다.무감독 기법은 사 정의된 규칙과 임계값

을 이용하여 건물과 비건물을 구분하며 건물의 사각형 형태를 가정하는

방법이 표 이다.감독 기법은 훈련 자료의 특징을 기반으로 건물과

비건물을 분류하기 한 기 을 생성하고 분류를 수행한다.

무감독 건물 추출 기법은 훈련 자료 없이 건물을 탐지하기 하여 분

정보의 임계화,건물의 형태 특징,그림자 인 정보 등을 이용한

다.Aytekinetal.(2012)은 정규식생지수와 YIQ 색상 변환 모델을 임계

화하여 식생과 그림자 역을 각각 마스킹 하 으며 이를 통해 건물 후

보 지역을 추출하 다.Lefèvreetal.(2007)은 건물이 주변부보다 밝거나

어둡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임계값을 설정하여 건물 이진 상을 생성하

다.이처럼 무감독 건물 추출 기법은 분 정보의 임계화를 통해 비건

물 역을 제거하거나 건물 역을 선별함으로써 건물 후보 역을 정제

한다. 상 분할 기법을 이용한 무감독 건물 분류 연구는 분할 객체의

형태 인자를 계산하여 건물 분류에 이용한다.Lietal.(2010)과 Huang

etal.(2014)은 분할 객체의 사각형률,조 도(compactness),장축과 단축

의 길이 비 등에 임계값을 용하여 건물을 추출하 다.이 외에 그림자

정보를 이용하여 건물을 무감독 탐지하는 방법들도 고안되었다.Huang

andZhang(2012)은 형태학 그림자 지수(morphologicalshadow index)

를 이용하여 그림자를 탐지하고 이를 단서로 건물의 존재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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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tal.(2013)은 건물과 그림자 방향의 공간 계를 분석하여 단일

학 성 상으로부터 건물을 탐지 하 다.

무감독 건물 추출 연구들은 사 정의된 규칙을 통해 훈련 자료 없이

효과 으로 건물을 분류 한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부분의 연구들이

분 형태 인자에 한 임계값을 경험 으로 설정한다.경험 임계

값 설정 과정은 알고리즘의 일반성을 하시키며 다른 센서,시기,지역

의 상에 용하기 해서는 분석가의 임계값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한 그림자는 건물의 존재 유무를 분석하기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건물 집 지역이나 층 건물의 경우 그림자의 탐지

가 매우 힘들고 건물과의 응 계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감독 기반 건물 추출과 련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수작업으로

선택된 훈련 집단을 필요로 한다.Ahmadietal.(2010)은 다양한 색의 건

물 지붕을 탐지하기 하여 건물과 비건물에 한 훈련 샘 을 수집하여

건물의 능동 윤곽 모델(activecontourmodel)을 생성하 다.Senaraset

al.(2013)과 DikmenandHalici(2014)는 상 분할을 수행한 후 건물 훈

련 자료를 수동으로 추출하여 건물 분류를 수행하 다.건물 훈련 자료

의 분 ,형태,텍스처 정보 등을 이용하여 객체 기반 건물 분류를 수행

하 다.그리고 역 확장법(regiongrowing)을 한 건물 시드(seed)를

수동으로 선택하거나 선형 추출의 상 역을 상 독을 통해 지정하

여 객체 기반 는 선형 기반 건물 추출을 수행하기도 한다(Jiangetal.,

2008;Kim etal.,2006).

이러한 감독 건물 추출 기법들은 수동 추출된 훈련 집단에 큰 향을

받으며 훈련 집단에 따라 분류 결과의 정확도가 달라지는 문제 이 있

다.때로는 분석가의 무의식 인 의도에 따라 결과가 왜곡되기도 하며

분류자(classifier)에 합한 훈련 자료의 수집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

건물 분류를 해 수동 추출된 훈련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알고

리즘의 자동성과 객 성을 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선형 추출 결과로부터 건물과 비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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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자료를 자동으로 취득하고 자동으로 건물 분류를 수행하 다.건물

모서리(corner)의 기하학 특징에 을 맞추어 훈련 자료를 객 으

로 선택함으로써 자동화 요소를 증 시키고자 하 다.이를 통해 무감독

건물 분류의 분 형태 인자에 한 경험 임계값 설정 문제,그림

자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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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구의 목 범

본 연구의 목 은 학 성 상 내 지형지물의 경계 정보를 정확하고

연산 효율 으로 생성하는 선형 추출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다.아울러

기존 허 변환 선형 추출 기법들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한 방법론을

제안하 다.실험 지역 선정과 제안 기법의 정확도 비교 평가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 다. 첫 째, 0.5∼5m의 다양한 공간해상도를 갖는

Worldview-2,KOMPSAT-2,RapidEye 학 성 상에 제안 기법을

용하고 정확도 평가를 수행한다.둘 째,건물 선형의 폐합성,도로 선

형의 연속성,농경지 경계 선형의 교차성에 따라 다양한 실험 지역을 선

정하고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검증한다.셋 째,허 선형을 추출하기

한 근 방법에 따라 하향식과 지정식 조군 실험을 수행하고 비교 평

가한다.

추출된 학 성 상의 선형 정보는 탐지 하려는 객체의 구조 단서

를 제공한다.특히 개발된 선형 추출 기법은 상과 일 일 응성이 높

고 직교 선형의 탐지가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따라서 제안된 선형 추

출 기법을 자동 건물 분류 연구에 용하고 선형 추출 기법의 유용성을

평가하 다.이를 통해 선형 추출 단계와 건물 분류 단계의 기존 연구들

에 한 문제 을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

논문은 크게 학 성 상의 선형 추출 기법 개발,선형 추출 결과를

이용한 자동 건물 분류 부분으로 나뉜다.각 세부 주제에 하여 1.2 에

서 제기한 선행연구들의 문제 한계 을 극복하고자 하 으며,각

세부 연구에서 제안하는 해결 방안의 은 [표 1-2],[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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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해결 방안

성 상 체에 한 균형 인

선형 추출이 어려움

정규격자를 이용하여 성 상

역에 걸쳐 선형을 고르게 추출

허 변환 라미터의 주

설정과 분석가의 개입

상향식 방법을 통한 허 변환

라미터 설정의 객 화

복수의 허 변환 역에서

추출된 선형의 연결성 결여

정규격자 기반 선소 확장법을

이용한 역별 추출 선형의 연결

[표 1-2] 학 성 상의 허 선형 추출 연구에 한 련연구의

문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

련연구의 문제 본 연구의 해결 방안

건물의 분 형태 인자에 한

경험 임계값 설정
경험 임계값 설정 과정의 배제

건물 추출의 단서로 그림자를

이용하여 알고리즘 제약 발생

그림자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건물

분류를 수행

분석가의 개입으로 선택된 훈련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재 성 자동성 하

건물의 기하학 특징을 기반으로

훈련 자료를 자동 선택

[표 1-3]고해상도 학 성 상을 이용한 건물 분류 연구에 한

련연구의 문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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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에서는 연구배경과 연구동향 문제 을 서술하고 본 연구에서 해

결하려는 문제 과 연구 목 범 를 구체화하 다.2장에서는 정규

격자 기반 허 선소 확장법을 이용한 선형 추출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다양한 학 성 상에 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하 다. 학 성 상

의 균형 인 선형 추출을 해 정규격자를 이용하여 상 역에서 선형

을 고르게 추출하 다. 한 추출된 선형을 상향식(bottom-up)방법으로

통합하여 라미터 설정을 객 화하 으며 선소 확장법을 통해 추출 선

형을 연산 효율 으로 탐색하고 연결하 다.3장에서는 2장에서 제안된

선형 추출 기법을 이용한 고해상도 성 상의 자동 건물 분류를 수행하

다.추출된 직교 선형을 이용하여 건물의 모서리 부분을 탐지하고 이

를 바탕으로 건물 훈련 자료를 선택함으로써 분석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알고리즘의 객 성,재 성,자동성을 증 시키고자 하 다. 한 그림

자 정보,경험 임계값 설정 없이 건물 분류를 수행하기 한 방법론을

제시하 다.마지막으로 4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

고 연구의 한계 ,독창성과 의의,활용분야,향후 연구 등을 종합하여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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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학 위성영상의 선형 추출

2.1.개요

허 변환 기법은 학 성 상의 선형 추출기법으로써 다양한 연구

에 활용되고 있지만 허 변환 역의 크기 설정과 허 변환 라미터

의 객 설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컨 ,허 변환을 상 체

에 용할 경우 상 체에 한 개략 인 선형이 추출되게 되며 서로

떨어진 객체를 연결하는 선형이 추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반면, 상의

일부분에만 허 변환을 용할 경우 지역 인 선형이 추출되게 되며 선

형이 잘게 끊어진 형태로 추출되어 연결성이 결여된다. 한 다 허

변환 역에 하여 선형을 추출하거나 극 수를 증가시킬 경우 더 많

은 선형을 추출할 수 있지만 교차하거나 복되는 선형이 증가하므로 이

에 한 최 화 문제가 발생한다.선형 추출 기법은 다양한 활용 분야를

한 기 알고리즘이므로 교차하거나 복되는 선형들은 향후 선형 추

출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하시키며 선형 처리를 한 추가 인

연산을 필요하게 한다.이러한 이유로,연구 목 에 맞는 선형 추출을

하여 허 변환 역의 크기 라미터들은 분석가에 의해 실험 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 이다.허 변환의 다른 문제 으로는 추출된 선형

들간의 연결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는 허 변환이 설정된

역에서 라미터 조건에 해당하는 선형을 추출할 뿐 인 선형과의 연

결성에 한 추가 인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향식 방식의 정규격자 기반 허 선소 확장법을

통해 학 성 상의 선형을 추출하고자 하 다.정규격자들로 분할된

작은 역에 하여 최댓값을 갖는 극 하나에 응하는 선형을 추출함

으로써 허 변환 역의 크기 라미터 설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 한 정규격자에 응되는 기 선형 추출 결과에 한 선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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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용하여 공선성이 존재하는 선형을 연결함으로써 기존 허 변환

의 연결성에 한 문제를 개선하 다.뿐만 아니라 선소 확장법을 통해

직교하는 선형을 추가 으로 탐색함으로써 지상 객체의 윤곽을 보다 높

은 완성도로 추출하고자 하 다.제안된 선소 확장법은 정규격자 공간에

서 수행되며 체 선형에 한 별도의 탐색과정 없이 인 정규격자의

선소들만을 비교하여 추출된 선형을 효율 으로 연속시키거나 교차 을

생성하여 직교 연결할 수 있다는 장 이 존재한다.본 연구에서는

Worldview-2,KOMPSAT-2,RapidEye와 같이 다양한 해상도의 학

성 상과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실험 지역에 제안 기법을 용하 다.

추출된 선형에 한 시각 독,주요 개체에 한 선형 추출 정확도,

연산 소요시간,일 일 응성을 분석하 다.제안 기법을 하향식

(top-down)허 변환과 지정식 허 변환의 조군 실험 결과와 비교

하여 그 우수성을 검증하 으며 이를 통해 근 방법에 따른 선형 추출

결과의 차이에 한 비교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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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연구 방법

학 성 상의 선형 추출 연구에 한 체 흐름도는 [그림 2-1]과

같다.일정 크기의 정규격자들로 이루어진 정규격자망을 생성하고 각각

의 정규격자에 하여 고유한 이블을 부여한다.이 때 생성되는 정규

격자의 수는 상의 체 크기,정규격자의 크기,격자들간의 복도에

따라 달라진다.정규격자 이블별로 응되는 성 상 역을 정의하

며 해당 역이 허 변환의 상 역이 된다. 이블별 허 변환

역을 정의함으로써 허 변환 시 데이터 차원을 이고 연산 효율성을

증 시킬 수 있다.한편,선형 추출에 사용되는 입력 에지 정보의 생성을

하여 정색(panchromatic)고해상도 성 상에 Canny에지 추출 연

산자를 용하고 상을 표하는 에지 정보를 생성한다.이 후,정규격

자 이블별로 정의된 변환 역에 응하는 에지만을 이용하여 정규격

자 기반 허 변환을 수행한다.이 게 기 추출된 선형은 각각의 정규

격자 내 주선형(dominantline)을 의미한다.제안 기법은 정규격자 기반

허 변환을 통해 상 체에 걸쳐 선형을 고루 추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개별 정규격자를 기 으로 선형이 독립 으로 추출되므로 끊어

진 형태를 가지며 이에 한 연결이 필요하다.끊어진 형태의 기 선형

추출 결과,즉 선소를 잇기 하여 정규격자 기반의 선소 확장법(line

segmentgrowing)을 제안하 다.정규격자 공간에서 선소들간의 인 성

과 공선성(colinearity)에 따라 정규격자들을 병합하고 고유 이블을 부

여함으로써 연결되는 선소들을 탐색하 다.이 후 탐색된 공선 역의

고유 이블을 기 으로 응되는 에지들을 선별한 후 허 변환을 수행

하여 연결 선소에 한 통합 선형을 추출하여 연결성을 개선하 다.

한 연속되는 선소뿐만 아니라 직교성(orthogonality)이 존재하는 선형을

연결함으로써 객체의 모서리나 직교하는 선형을 보다 잘 추출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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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선형 추출 기법은 작은 크기의 정규격자로부터 주선형을 추출

하고 정규격자 기반의 선소 확장법을 통해 공선 선소와 직교 선소를 연

결하는 상향식 선형 추출 기법이라 할 수 있다.상향식 기법은 체

상에 한 고른 선형 추출,허 변환 라미터의 객 설정,추출 선

형의 연결성 고려를 가능하게 한다. 한 정규격자 기반 선소 확장법을

통해 공선 선형 추출을 한 합한 변환 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허 선형 추출 기법에서 합한 허 변환 역의 설정은 매

우 요하다.변환 역의 크기가 탐지 객체 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을

경우 부 한 역 는 지역 선형이 추출되기 때문이다.제안 기

법은 탐색된 공선 역에 해서 추가 으로 허 변환을 수행하고 연결

선형을 추출한다.이를 통해 선형의 과 추정을 방지할 수 있으며 동시

에 에지의 노이즈나 락에 강건하다는 허 변환의 장 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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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학 성 상의 선형 추출 연구 흐름도

제안된 선형 추출 기법의 비교 평가를 해 두 조군 실험을 수행하

다.허 변환을 해서는 허 변환 역에 한 정의가 필요하며 입

력 에지 상에서 허 변환 역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선형 추출 결

과가 크게 달라진다.따라서 허 변환 역을 정의하는 근 방법을 기

으로 조군 실험을 선정하 다.이를 통해 제안된 상향식 선형 추출

방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고자 한다.일반 으로는 제안 기법과 마찬가지

로 상에서 역을 분할하여 역마다 선형을 추출한다.제안 기법이

작은 크기의 역에서 추출된 선형을 통합하는 상향식 방식이라면, 조

군 실험 1은 Xuetal.(2011)이 제안한 방법으로서 큰 크기에서 작은 크

기로 허 변환 역을 축소해 나가며 선형을 추출하는 하향식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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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큰 크기의 허 변환 역에서 상 으로 긴 선형을 추출한 후 추

출 선형에 해당하는 에지를 제거한다.이 후 반복 으로 허 변환 역

을 축소해나가며 짧은 선형을 추출해 나가는 방법이다.하향식 허 선

형 추출 기법은 2011년 말 원격탐사 상의 선형 추출을 해 제안되었

으며 확률 허 변환(probabilistic HT),다 스 일 허 변환

(multi-scaleHT),가 행렬 허 변환(weightmatrixHT),Burns알

고리즘과 비교하여 더 높은 정확도와 빠른 연산 속도를 보인다(Xuet

al.,2011).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형 추출 기법에 비해 높은 정

확도와 빠른 연산 속도를 보인 하향식 기법과 제안 기법을 비교 평가하

다.

하향식 기법과 제안된 상향식 기법은 모두 특정 역의 표 선형을

추출하는 역 기반 허 변환 기법이라 할 수 있다.반면 지정식 허

선형 추출 기법은 객체를 표하는 에지를 직 이블링하여 선형을 추

출하는 방법으로서 역 기반 허 선형 추출 기법과의 비교 평가를

해 고안되었다(Yeom andKim,2015).지정식 허 선형 추출 기법은 표

허 변환과 같이 허 변환 라미터 자체가 선형 추출에 핵심 인

역할을 한다.객체별 에지를 분류하기 해 에지 화소의 좌우,상하,

각선의 여덟 방향 인 성을 분석하여 이블링을 수행하며 인 한 에지

화소가 같은 이블로 그룹화 된다.이 후 동일 이블을 갖는 에지를

기 으로 허 변환을 수행하여 선형을 추출한다.제안 기법과 두 조

군 실험의 정확도와 연산 속도를 비교 평가하여 제안된 상향식 허 선

형 추출 기법의 우수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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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정규격자 생성 허 선형 추출

정규격자 생성 허 선형 추출 단계는 상의 국소 부분 별로 기

선소를 추출하는 단계로서,정규격자를 바탕으로 상 역에 해 선소

를 고루 추출한다.이 단계는 행,열 복도를 고려하여 정규격자를 생성

하고 이블링 하는 과정,정규격자 이블별로 상의 허 변환 역

을 사 정의하는 과정,입력 에지를 생성하는 과정,허 변환 역의

에지에 허 변환을 용하여 선소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1)정규격자 생성 이블링

정규격자망이란 상의 일부분과 각각의 응 계를 갖는 정사각형

형태의 격자들로 구성된 격자 집합체를 말한다.개념 으로 정규격자에

의해 상은 작은 크기의 상으로 분할되며,이는 정규격자 이블링을

통해 수행된다.격자의 상 응 부분을 서로 첩시키지 않고 정규격

자망을 구성할 경우 격자의 경계 부분에서 선형이 락되는 문제가 발생

하므로 상의 가로,세로 방향으로 격자 크기의 10%를 첩하여 정규

격자망을 구축하 다(Xuetal.,2011).생성된 정규격자들 마다 고유한

행과 열 이블을 부여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 정규격자와 세부

상의 응 계가 구축된다.정규격자의 크기가 , 복도가 %일 때

상의 행과 열 방향으로 생성되는 정규격자의 수는 다음 식 (2-1),(2-2)

와 같다.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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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는 정규격자망의 행과 열의 수,과 는 상의 총 행

과 열의 수,는 정규격자의 크기,는 복도로서 10%일 경우 0.1, 

는 가우스 기호를 의미한다.정규격자의 크기가 일 때 개별 정규격자는

상의 행과 열 방향으로 각각 화소의 길이를 갖는다.입력 상의 공

간해상도와 탐지하려는 객체의 크기에 따라 정규격자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탐지하려는 선소의 길이를 기본 공간 단 로 고려하여 설정한

다. 학 상의 선형 추출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10화소의 정규격자 크

기를 설정한다.이는 고해상도 상에서 5∼10m 크기에 해당하며 건물

이나 도로와 같은 도시 지역의 주요 개체를 탐지하기에 충분히 작은 크

기이다. · 해상도 상의 경우 공간해상도와 탐지 객체의 크기에 따

라 정규격자의 크기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식 (2-1)과 (2-2)에 의해

상은 ×개의 정규격자망으로 표 되며 정규격자 공간()에서의 행,

열 치에 따라 의 고유 이블 값으로 이블링 된다.[그림

2-2]와 같이 정규격자 공간은 격자 복도로 인해 원래 상 보다 큰 크

기를 가지며 각각의 정규격자는 상의 일부분과 응된다.

[그림 2-2]정규격자 공간과 상 공간



-23-

2)정규격자 이블별 허 변환 역 매칭

정규격자의 이블을 기반으로 허 변환을 수행할 때,해당 격자 이

외의 지역을 마스킹한 원본 크기의 에지 상을 이용할 경우 허 변환

평면의 차원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된다.허 변환 공간( 평면)의

크기는 허 변환 상의 각선의 길이(max)에 비례하므로,마스킹 에

지 상의 허 변환 데이터의 차원()은 식 (2-3)과 같다.이와 달리,

정규격자의 이블별로 상의 행과 열 범 를 매칭하여 허 변환을

용할 경우 허 변환 데이터의 차원()은 식 (2-4)와 같다.

 



× 
 × (2-3)

 
 × (2-4)

여기서 과 는 각각 상의 총 행과 열의 수,는 정규격자의 크기,

는 허 변환 라미터 의 범 로서 일반 으로 –90°에서 90°까지

1°를 기 으로 허 변환 평면을 구성하므로 180의 값을 갖는다.정사각

형 상의 체 행과 열을 크기 의 정규격자 × 개로 분할할 경우

허 변환 데이터의 차원은 배 감소하게 된다.그리고 총 번의 허

선형 추출 연산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그 차이는 더욱 증가하여 연산 효

율성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허 변환 시 연산 효율성을 하여 정규격자 공간에서 i번째 행,j번

째 열의 정규격자 이블인 에 응되는 상의 행과 열 범 를

다음 식 (2-5)와 (2-6)과 같이 정의한다.

  〈×〉 ⋯ 〈×〉 i f ≠
〈×〉 ⋯   i f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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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i f ≠
〈×〉 ⋯  i f  

(2-6)

여기서 와 는 상에서의 행과 열 범 ,와 는 i번째 행과 j번째

열의 정규격자 이블,과 는 상의 총 행과 열의 수,는 격자의

크기,는 복도,〈〉는 가장 가까운 정수로의 반올림 기호이다.정규

격자는 이블에 따라 부분(subset) 상과 응 계를 가지며 격자가

복되는 지역의 화소는 2개 이상의 정규격자와 응된다.

3)입력 에지 추출

허 변환은 0과 1로 구성된 이진(binary)에지 상을 입력 자료로

사용한다.다양한 에지 생성 기법 가장 표 인 에지 추출 기법은

Canny알고리즘이다(Canny,1986).Canny알고리즘은 상 내 지형지물

의 경계와 윤곽을 강조하며 에지와 비에지 화소의 두 항목으로 구성된

이진 상을 생성한다.Canny에지 추출 알고리즘은 다음 순서로 수행

된다. 우선 표 편차 값에 하여 정의되는 Gaussian 스무딩

(smoothing)필터를 상에 용하여 노이즈를 감소시킨다.본 연구에서

는 기본 값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를 이용하여 상을 필터링하

다.이 후 축과 축에 하여 밝기값의 변화량을 Sobel필터를 이용하

여 계산한다(Haralick,1984).이 때,에지의 강도와 방향은 다음 식

(2-7)과 (2-8)을 통해 결정된다.

 (2-7)

 arctan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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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비극 제거(non-maximum suppression)를 통해 세선화

(thining)된 에지 상을 취득한다.세선화 에지 상에서 에지를 두 임

계값에 따라 비에지,약한 에지,강한 에지로 구분하며 강한 에지의 기

이 되는 임계값은 에지 강도에 한 Otsu임계화를 통해 계산된다(Otsu,

1975).일반 으로 약한 에지에 한 임계값은 강한 에지에 한 임계값

의 40∼50%를 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40%를 용하 다.최종 으로

강한 에지와 8방향으로 연결된 약한 에지를 강한 에지에 병합함으로써

에지 추출을 완료한다.

Canny에지 추출 결과에 허 변환을 용하여 선형을 추출하는 것이

일반 이며 선형 추출 목 에 따라 고주 필터(highpassfilter),라

라시안 필터(Laplacian filter),가우시안 라 라시안 필터(Laplacian of

Gaussianfilter)등의 결과를 이진화(binarization)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지역 1과 2의 경우 Canny에지 추출 기법을 이용하

여 입력 에지 상을 생성하 으며 실험 지역 3은 밴드별 고주 필터링

결과의 합 상에 Otsu이진화 기법을 용하여 입력 에지 상을 생성

하 다.이는 실험 지역 3의 경우 정색 밴드가 존재하지 않는 다 분

상을 이용하 기 때문이며 Canny에지 추출 결과가 탐지 개체 추

출에 부 합하기 때문이다.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성된 이진 에지 정보

를 정규격자 기반 허 선형 추출의 입력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안된

선형 추출 기법의 범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밴드별 고주 필터링 결과에 Otsu임계화 기법을 용하여 에지 정

보를 생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다 분 상 각각의 밴드에 고주

필터링을 용한 후 화소별로 필터링 값을 합산하 다.고주 필터

링은 밝기값의 변화량이 큰 고주 정보를 추출하며 지형의 경계나 사물

의 윤곽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세 한 고주 정보의 추출을 해 가

장 작은 3×3화소 크기의 도우를 이용하며 도우가 상 체를 움

직이면서 도우 앙의 화소 값이 다음 식 (2-9)의 값으로 치환된다

(Haralicketal.,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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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여기서  와 ′ ′는 각각 고주 필터링 후의  번째 행,

번째 열 화소의 밝기값,는 도우 크기,는  행, 열을 심으로

하는 도우 내 모든 화소들의 밝기값의 합이다.고주 필터링 결과는

연속 인 값을 가지므로 높은 값을 갖는 화소들을 에지 클래스로 분류하

기 해 Otsu임계화 기법을 이용하 다.Otsu임계화 기법은 클래스

내 분산과 클래스 간 분산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임계값을 결정한다.총

분산은 식 (2-10)과 같이 클래스 내 분산과 클래스 간 분산의 합으로 표

되며,클래스 내 분산은 식 (2-11)과 같이 에지 클래스와 비에지 클래

스 분산의 가 합으로 표 된다.클래스 내 분산은 최소화하고 클래스

간 분산은 최 화 하는 임계값을 바탕으로 에지와 비에지 클래스를 분류

한다.


 


 (2-10)





  (2-11)

여기서 ,,는 각각 체,클래스 내,클래스 간 표 편차,와

은 에지 클래스와 비에지 클래스의 가 치,와 은 에지 클래스와

비에지 클래스의 표 편차,는 임계값을 의미한다.임계값을 기 으로

에지 클래스로 분류된 이진 상이 정규격자 기반 허 선형 추출 기법

의 입력 자료로 이용된다.

4)정규격자 기반 허 변환

허 변환의 주요 개념은 상 공간과 매개변수 공간의 상호 변환이

다. 상 내 각각의 에지 화소에 하여 해당 화소를 지나는 선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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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화하여 매개변수 공간에 하여 표 한다.모든 에지 화소에 한

매개변수 공간으로의 과정이 끝난 후,매개변수 공간에서의 지역

최댓값(localmaxima)을 탐지하며 이는 추출할 선형과 응된다.허

변환을 통해, 상에서 직선을 찾는 복잡한 과정이 2차원의 허 변환

공간에서 극 을 찾는 보다 단순한 형태로 변환되는 이 이 있다.그리

고 허 변환은 상의 노이즈,에지의 끊김과 지역 락에 강건하다

는 장 이 있다.허 변환은 다음 식 (2-12)로 표 된다.

 
∞

∞


∞

∞

 cossindxdy

     otherwise

(2-12)

여기서 는 디랙 델타 함수,는 허 변환의 매개변수 공간,는 에

지 상,는 허 변환 역의 좌상단을 원 으로 할 때 선형까지의 수

직 거리,는 양의 축을 기 으로  방향에 한 시계방향 각도이다.

이산(discrete)형태의 허 변환 식은 (2-13)과 같다.

 
 




  



 〈
′ 〉


′ cossin

〈
′ 〉   〈

′ 〉
 otherwise

 


≤≤ 


 ≤≤

(2-13)

여기서 와 는 허 변환 상 상의 총 행과 열 방향 크기,〈〉

는 가장 가까운 정수로의 반올림 기호이다.에지 화소  를 지나는

다양한 각도의 선에 하여 원 에서의 거리 ′이 과 같을 때,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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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과 에 한   값이 1씩 된다.의 범 는

 


에서 


이며 의 범 는 허 변환 상 상의 각선 길이

()를 기 으로 한다.의 값이 음의 값을 갖는 이유는 각도의

범 가 체 범 인 가 아니라 로 표 되었으므로 선형의 치를 추

가 으로 고려하기 함이다. 상 공간과 허 변환 공간의 좌표 체계

는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상 공간과 허 변환 매개변수 공간의 좌표 체계

허 변환은  로 표 되는 일반 인 직선식을

cossin로 매개화 하여 하나의 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표

한다.기울기가 ′,축 편이 ′인 직선 에 놓인 두  ,

 가 존재할 때,직선의 방정식  를  의 형태로 표

하여 와 의 매개변수 평면에 나타내면 두 은 기울기가 각각 ,

이며 축 편은 ,인 직선의 방정식이 되며 두 직선은 교 인

′ ′에서 만난다.즉,기울기가 ′,축 편이 ′인 직선 에 놓인 무

수히 많은  , ,⋯, ,∞ 들은 모두 매개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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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에서 ′ ′에서 만나게 되며 ′과 ′은 특정한 선의 기울기와  편

을 나타낸다.따라서 에지 상에 다양한 들이 있을 때 각 들을 지

나는 모든 선을 매개평면에 표 한 후 공통의 교차 을 탐색함으로써 다

수의 에지를 잇는 공통의 직선을 찾아낼 수 있다.이때 직선의 기울기가

무한 일 경우  평면으로 매개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삼각

함수를 이용하여 와 로 매개화 한다.에지 한 을 지나는 모든 직선

은  매개평면에서 사인 (sinusoid)의 형태를 지니게 되며 이 사인

의 최다 교차 ,즉 극 이 에지의 공통 선형을 의미한다.

 매개평면을 일정 간격의 셀로 구분된 행렬로 표 하여 극 을 탐

지 한다.모든 사인 를  행렬에 표 했을 때 특정 행과 열 치를

몇 번 지나는 지에 한 셀(accumulatorcell)분석을 수행하며 빈도

가 높은 곳이 극 이 된다.이때 와 값의 셀 간격을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라 하며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에 따라 셀의 값과 극

의 분포가 변화하게 된다.식 (2-13)과 같이 일반 으로 값의 범 는

변환 역 각선 길이()의 2배이며,의 범 는 180°이다.와

의 간격을 각각 1화소와 1°로 표 할 때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를 1

이라 정의한다.즉,해상도가 1일 때 허 변환 공간은 개의

행과 180개의 열로 표 되며 해상도가 1보다 작을 경우 와  각각의

간격이 감소하여 더 많은 행렬 원소로  평면을 표 한다.반 로 해

상도가 1보다 클 경우 간격이 증가하여 상 으로 더 은 행렬 원소로

 평면을 표 한다.본 연구에서는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를 가장

기본 인 값인 1로 설정하 으며 하향식,지정식 기법의 해상도 한 동

일하게 설정하 다.

허 변환에서 극 탐지에 사용되는 라미터는 극 의 수(),극 의

최 값에 한 비율(),극 의 이웃 경계 조건()이 있다.극

개수 라미터가 증가함에 따라 탐지되는 극 의 수,즉 선형의 종류가

증가하며 이 때 극 의 최 값 보다 일정 비율 이하의 값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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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극 은 제거하게 된다. 한 복 선형의 추출을 방지하기 하여 극

과 이웃하는 극 은 추출하지 않도록 이웃 경계 조건을 설정한다.탐

지된 극 의 와 를 이용하여 선형을 추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선형이

지나는 에지를 바탕으로 끊긴 에지를 잇고 최종 길이가 일정값 이하인

선형을 제거하게 된다.이 때 사용되는 라미터가 에지 연결()과 최

소 길이() 라미터이다.[그림 2-4]는 허 변환 라미터들에 한

도해 설명이다. 컨 ,[그림 2-4]와 같은 허 변환 매개변수 공간에

서 극 의 수()를 3,극 의 최 값에 한 비율()을 50%,극

의 이웃 경계 조건을 3×3으로 설정했을 때 붉은색으로 표시한 행렬 원

소가 극 으로 탐지 된다.최 값 12를 갖는 극 이 처음 탐지된

후 이웃 경계 조건에 따라 인 하는 3×3행렬 원소들은 극 탐지 역

에서 제외된다.이어서 다음으로 높은 값을 갖는 극 을 탐지하고

이웃 경계 조건을 용하는 과정을 반복한다.설정된 극 의 수까지 극

을 탐지하며 이 때 극 의 값이 최 값 12의 50%인 6보다

작은 경우 주황색으로 표시한 원소와 같이 극 에서 제외된다.이 후 탐

지된 극 별로 해당하는 선형을 추출하며 이때 끊어진 에지의 길이가 에

지 연결 라미터()값보다 작은 경우 에지를 이어 선형을 추출하며

최종 으로 최소 길이()미만인 선형을 제거한다.

[그림 2-4]허 변환 라미터들의 도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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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허 변환 기법에서는 극 의 수가 극 임계값과 극 이웃

조건의 함수로 표 된다(Xuetal.,2011).즉,극 의 값이 임계값

이상이며 서로 이웃 경계조건에 속하지 않는 다수의 극 을 추출하는 방

식이다.이 방법은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선형을 추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지나치게 일반화된 선형을 과추출하게 되며 포함오차가 크

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지정식 허 변환 기법에서는 연결된 에

지가 최 사각형의 형태를 묘사한다고 가정하여 극 의 수를 4로 설정

한다.그리고 지정식 기법은 하향식 기법과 달리 에지 제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복 선형이 추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큰 이웃 경계 조건을

설정한다.극 의 수를 증가시킬 경우 다수의 선형을 추출할 수 있으나

교차 는 복 선형이 발생하여 상과 선형의 일 일 매칭이 이루어지

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는 향후 추출 선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추가

연구를 수행할 때,선형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극 임계값과 이웃 조건에 계없이 정

규격자 별로 최 값을 갖는 하나의 극 에 응되는 선형을 추출한

다.따라서 극 의 수,극 임계값,극 이웃 조건에 한 최 화 과정

이 필요 없다는 장 이 있어 상 특성에 독립 이며 객 인 선형 추

출이 가능하다.제안 기법과 조군 실험에 사용된 허 변환 라미터

는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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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변환 라미터
제안 기법

(상향식)
하향식 지정식

허 변환

공간해상도()
1 1 1

극 의 수() 1   4

극 임계값() - 0.5 0.5

극 이웃 조건() - 5×5 51×51

에지 연결() 0.25× 0.25× 0.25×

최소 길이() 0.5× 0.5× 0.5×

[표 2-1]실험에 사용된 허 변환 라미터

여기서 ,,는 각 허 변환 기법의 허 변환 역에 한 가로,

세로 길이의 평균값이다.에지 연결과 최소 길이 값은 각각 변환 역

길이의 1/4과 1/2로 설정하 으며 모든 기법에 동일한 값을 용하 다.

제안 기법의 경우 정규격자 크기의 1/4과 1/2비율로 에지 연결과 최소

길이 라미터를 설정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크기의 정규격자에 한

용이 가능하다.에지의 공백이 정규격자 크기의 1/4이하일 때 에지를

연결하여 선형을 추출하며 추출 선형의 길이가 정규격자의 크기의 반

보다 작은 경우 제거하게 된다.

제안 기법은 설정된 허 변환 라미터로 각각의 정규격자  와

매칭되는 부분 에지 상에 한 허 변환을 수행한다.그리고 추출된

선형의 , 좌표에 식 (2-14)와 (2-15)의 축과 축 오 셋 와 를

각각 더하여 선형의 상 내 본래 치를 계산한다.

  〈×〉 (2-14)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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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정규격자 기반 허 선형의 연결

정규격자 기반 허 선형의 연결 단계에서는 부분 상별로 추출된 선

소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하여 정규격자 기반 선소 확장법을 용한다.

정규격자 공간에서 추출된 선소의 인 성과 방향성을 기 으로 격자를

그룹화 하여 공선 역(colinearity domain)과 직교 역(orthogonality

domain)을 생성한다.공선 역은 연속되는 선소의 연결을 하여,직교

역은 직교하는 선소의 연결을 하여 사용된다.

1)정규격자 기반 선소 확장법

추출된 기 선소의 연결을 하여 정규격자 기반 선소 확장법을 제안

한다.정규격자 공간에서 각각의 격자는 추출된 선소의 양 끝 정보와

응되며 이를 바탕으로 이웃하는 격자 선소의 인 성과 방향성을 분석

하여 선형을 연결한다.정규격자 기반 선소 확장법의 알고리즘은 [그림

2-5]와 같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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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정규격자 기반 선소 확장법의 알고리즘 흐름도

정규격자  를 기 시드로 하여 인 정규격자  

들을 탐색한다.기 정규격자와 인 정규격자의 선소가 모두 존재하며

두 격자 모두 이블링 되지 않은 경우 선소의 인 성과 방향성을 계산

한다.선소의 인 성과 방향성은 각각 식 (2-16)과 (2-17)을 통해 계산된

다.

min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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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cos∥∥∥∥
∙ × (2-17)

여기서 는 선소간의 거리,는 각으로 표 되는 선소간의 각도,아

래첨자 과 는 기 정규격자 선소의 양 끝 ,아래첨자 과 는 이

웃 정규격자의 양 끝 ,와 은 기 정규격자와 이웃 정규격자의 선

소 벡터를 의미한다.선소간 거리()는 기 격자와 이웃 격자의 선소

끝 들에 한 최단거리를 뜻한다.정규격자 공간에서 공선 역을 생성

하기 하여 선소간 거리()가 이하이며 선소간 각도()가 이하 일

때 기 이웃 정규격자를 공선 역으로 이블링 한다.

공선 선소의 탐색 연결 후,인 성과 방향성에 한 기 을 변경하

여 선소 확장법을 반복하며 이를 통해 직교 역을 생성한다.선소간 거

리()가 ′이하이며 선소간 각도()가 (90-)°∼90°일 때 직교 역으로

이블링 한다.다양한 크기의 정규격자에 해 응 (adaptive)인 선소

확장법이 가능하도록 ,′값은 정규격자 크기()에 한 비율로 표 된

다.실험에 사용된 정규격자 기반 선소 확장법의 라미터는 다음 [표

2-2]와 같다.

선소 확장법 라미터 값

공선 역 생성
  



  °

직교 역 생성
′  



  °

[표 2-2]정규격자 기반 선소 확장법 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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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 는 직교 선소에 한 기하학 분석을 수행하여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이웃 정규격자가 새롭게 시드에 추가되며 추가된 시드

에 하여 선소 확장 과정을 반복한다.선소 확장법을 수행할 시드가 더

이상 남지 않은 경우 다음 정규격자로 이동하여 선소 확장법을 반복한

다.각각의 반복과정에서 정규격자들은 고유한 이블()을 할당 받는

다.

제안된 정규격자 기반 선소 확장법의 장 은 인 선소만을 효과 으

로 탐색하여 정해진 기하학 조건에 따라 정규격자를 그룹화한다는 것

이다. 한 한번 이블링된 정규격자는 다음 반복과정에서 제외되므로

효율 인 연산이 가능하다.뿐만 아니라 상에서 연속되는 선형의 수와

종류,직교하는 선형의 수와 종류를 분석할 수 있으며 그 분포를 시각화

하여 제공한다는 장 이 있다.제안된 선소 확장법은 다양한 기하학

조건에 해 응 인 용이 가능하다.

2)공선 선소 연결

연속되는 선소를 갖는 정규격자는 선소 확장법을 통해 같은 값의 공선

역 이블을 갖게 된다. 한 같은 이블을 갖는 각각의 정규격자에

하여 식 (2-5)와 (2-6)을 통해 부분 상의 치를 응시킬 수 있다.

[그림 2-6]과 같이 응되는 부분 상의 이진 에지 정보만을 이용하여

허 변환을 수행하고 연결 선형을 추출한다.공선 정규격자의 응 부

분 이외의 에지 화소는 마스킹 되므로 보다 정확한 선형 추출이 가능하

다.공선 역에 응되는 이진 상은 정규격자 하나의 크기보다 크므

로 에지 연결과 최소 길이 허 변환 라미터 값의 기 크기()는

응 이진 상의 가로,세로 길이의 평균값으로 갱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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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공선 선소 연결의 시

그러나 동일한 이블을 가지는 공선 선소가 많은 경우 일부 에지에만

해당하는 선형이 추출되는 문제 이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7]의 재귀 인(recursive)허 선형 추출을 통한 공선 선소의 연결 방

법을 제안한다.공선 역의 고유 이블을 기 으로 응 되는 에지를

추출하며 해당 에지를 이용하여 허 선형을 추출한다.이후 추출된 공

선 선형과 개별 정규격자의 교차성을 분석한다.교차 분석은 해당 정규

격자의 사각형 경계를 추출 선형이 지나는지를 기 으로 한다.교차하는

정규격자를 탐색하고 응 되는 기 선소를 공선 선형으로 치환한다.

그리고 해당 공선 정규격자의 이블을 새로운 값으로 갱신한다.새로운

공선 이블을 부여하는 이유는 하나의 공선 역 이블에서 2개 이상

의 공선 선형이 추출될 경우 이블을 새롭게 구분하기 해서이다.비

교차 격자의 수가 한 개 과일 경우 비교차 격자만을 상으로 응 에

지를 추출하여 재귀 으로 공선 선형을 다시 추출한다.이 때 에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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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길이() 라미터는 비교차 격자에 응되는 이진 상의

가로,세로 크기를 기 으로 갱신된다.

[그림 2-7]재귀 공선 선소 연결 기법

연결 선형이 추출된 후 교차하는 정규격자의 기 선소는 모두 새롭게

추출된 연결 선형으로 체된다.이는 모든 공선 정규격자에 연결 선형

의 좌표를 응 시켜 추후 직교 선형에 한 탐색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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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교 선소 연결 복 선형 제거

공선 선소가 연결된 후 선소 확장법을 반복한다.선소의 인 성과 방

향성에 한 기 을 변경하여 선소간 거리()가 ′ 이하이며 선소간 각

도()가 (90-)°∼90°일 때 직교 역으로 이블링한다.직교 역

이블이 존재하는 선소들은 서로 인 해 있으며 직각에 가까운 교각을 갖

는다.원격탐사 상에서 많은 지상 객체들이 사각형 형태를 가지므로

직교 선형 연결 과정은 지상 객체의 모서리 경계를 묘사하는 데 큰 도움

이 된다.[그림 2-8]과 같이 직교 역 이블이 같은 정규 격자 을

상으로 기 격자와 이웃 격자 양 끝 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두 을

두 선소의 교 좌표로 갱신하며 두 선소의 교 은 식 (2-18)을 통해 계

산된다.

[그림 2-8]직교 선소 연결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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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여기서 와 는 직교하는 선소의 교 좌표,와 은 기 격자와

이웃 격자 선소의 기울기,와 은 기 격자와 이웃 격자 선소의 

편,아래첨자 과 는 기 격자 선소의 양 끝 ,아래첨자 과 는

이웃 격자 선소의 양 끝 을 의미한다.

공선 선소 연결 과정에서 같은 공선 이블을 갖는 모든 정규격자의

선소들이 동일한 연결 선형으로 체 되었으므로 복 선형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공선 선형과 인 선형이 직교 역으로 이블링 되

었을 경우 모든 공선 선형을 직교 연결 선형으로 갱신한다.최종 으로

동일 공선 이블을 가지는 선형 하나만을 남기고 모두 제거하여

복 선형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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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하향식,지정식 허 선형 추출

조군 실험으로서 원격탐사 상에서 선형 추출 역을 정의하기

한 다른 근 방법인 하향식 허 선형 추출과 지정식 허 선형 추출을

수행하고 제안된 상향식 기법과 비교 평가하 다.이를 통해 근 방법

에 따른 선형 추출 결과의 차이에 한 비교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1)하향식 허 선형 추출

하향식 허 선형 추출 기법은 제안 기법과 같이 상에서 부분 상

을 정의하여 역을 분할하고 해당 역 마다 선형을 추출한다는 공통

이 있다. 한 역의 종횡 복도를 고려한다는 과 해당 역 크기의

반 이하의 길이를 갖는 선형을 제거한다는 이 동일하다.제안 기법

과의 차이 은 하향식 허 선형 추출의 경우 다 스 일의 역에

하여 허 선형을 추출하며 큰 크기에서 작은 크기로 역을 변화시키며

상 으로 긴 선형을 우선 으로 추출한다는 이다.이 때,다 스

일의 허 변환 역이 서로 복되게 되며 이로 인해 복 선형이 추출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하향식 허 선형 추출 기법은 복 선형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검출된 허 변환 극 에 응하는 선형을 탐색하고 선

형에 포함된 에지를 입력 상에서 반복 으로 제거한다.

동일한 입력 에지 상을 이용하여 하향식 허 선형 추출을 수행하

다.부분 상의 최소 크기는 제안 기법과의 비교를 하여 정규격자 크

기와 동일한 10화소로 설정되었으며,최 크기는 다음 식 (2-19)를 만

족시키는 가장 큰 max에 한 로 정의된다.

 ·
≤  and    ⋯ max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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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는 상의 총 행과 열의 수,은 최소 역의 크기이

다.최 크기의 분할 역에서 각각 선형을 추출한 후 선형에 응되는

에지를 제거하고 변환 역의 크기를 반으로 인다.이 과정을 변환

역의 크기가 최소 크기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제안 기법과의 비교 평가

를 해 격자의 복도,에지 연결,최소 길이는 각각 10%,0.25×,0.5×

로 동일하게 설정되었으며 제안 기법과 마찬가지로 분할 역 별로 부

분 에지 상을 응시켜 선형을 추출하 다.하향식 기법에서 탐지되는

극 의 수는 [표 2-1]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극 임계값과 극 이웃

조건의 함수로 표 되며 다수의 극 을 탐지하게 된다.[그림 2-9]는 하

향식 허 선형 추출기법의 알고리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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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하향식 허 선형 추출 기법의 알고리즘 흐름도

여기서 는 탐지된 극 을 의미한다.분할 역 별 허 선형 추출 시

탐지된 극 최 값을 갖는 극 에 하여 선형을 추출하고 해

당 극 과 응되는 에지를 제거한다.이 후 다음으로 높은 값을 갖

는 극 에 하여 선형 추출과 에지 제거 과정을 반복한다.탐지된 모든

극 에 하여 선형을 추출하 을 때 극 의 수는 0이 되며 이 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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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역에 한 허 선형 추출을 수행한다.모든 역에서 허 선형

을 추출한 후 분할 역의 크기를 반으로 인다.분할 역 크기의

기값은 최 크기(·
max)로 설정되며 반복 으로 반으로 축소된 역

의 크기가 최소 크기()보다 작으면 선형 추출을 종료한다.

2)지정식 허 선형 추출

하향식 기법과 제안된 상향식 기법은 모두 특정 역을 기 으로 선형

을 추출하는 역 기반 선형 추출 기법이라 할 수 있다.반면 지정식 허

선형 추출 기법은 역 크기에 한 제한 없이 에지의 인 성을 기

으로 변환 역을 정의한다.에지 화소의 좌우,상하, 각선 방향에

한 에지 연결성을 분석하여 이블링을 수행하며 인 한 에지화소가 같

은 이블로 그룹화된다.이를 통해 개별 객체를 표하는 에지를 직

지정하며 객체별 에지를 서로 다른 이블로 분류하여 선형을 추출한다.

다른 기법들과의 비교 평가를 해 동일한 입력 에지 상을 이용하

으며 에지의 이블을 기 으로 에지를 마스킹하여 허 선형을 추출한

다.지정식 허 변환 시 이블 에지의 행,열 범 를 허 변환 역으

로 매칭할 경우,범 내에 다양한 이블의 에지가 분포하므로 입력 에

지 상과 크기가 같은 마스킹 에지 상을 이용한다.[표 2-1]에서 설

명한 것과 같이 한 객체의 다양한 선형을 추출하기 해 극 의 수를 4

로 설정하 으며 복 선형의 추출을 방지하기 한 극 의 이웃 경계

조건은 51×51화소로 설정하 다.지정식 허 선형 추출의 경우 하향식

방법의 에지 제거 과정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상 으로 큰 극 이

웃 조건을 설정한다.에지 연결과 최소 길이 라미터는 각각 ×,

×으로 다른 기법들과 동일하게 설정되었으며 여기서 은 해당

이블 에지의 가로,세로 범 의 평균값이다.[그림 2-10]은 지정식 허

선형 추출 기법의 알고리즘 흐름도이다.각각의 이블을 기 으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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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추출 과정을 반복한다.

[그림 2-10]지정식 허 선형 추출 기법의 알고리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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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실험 용 평가

2.3.1.실험데이터 정확도 평가

1)실험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제안 기법의 검증과 비교 평가를 해 다양한 해상도,

다양한 지역의 성 상에 선형 추출 기법을 용하 다.0.5m 해상도의

Worldview-2 정색 상,1m 해상도의 KOMPSAT-2 정색 상,

5m 해상도의 RapidEye다 분 상을 이용하 다.Worldview-2

상은 2010년 4월 9일 촬 된 부천시의 상이며 KOMPSAT-2 상은

2007년 10월 5일 촬 된 시 상,RapidEye 상은 2012년 8월 5일

촬 된 당진시의 상이다.각각의 상은 건물,도로,농경지를 주요 탐

지 개체로 포함하고 있으며 서로 특성이 다른 탐지 개체의 선형을 추출

함으로써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평가하고자 한다.실험에 사용된 학

성 상은 [그림 2-11]과 같고 제원 속성은 [표 2-3]과 같다.

제원 실험 지역 1 실험 지역 2 실험 지역 3

상 Worldview-2 KOMPSAT-2 RapidEye

지역 부천시 시 당진시

공간해상도(m) 0.5 1 5

방사해상도(bit) 11 10 12

촬 시기 2010-04-09 2007-10-05 2012-08-05

상 크기 500×500 700×700 700×700

주요 개체 건물 도로 농경지

[표 2-3]실험에 사용된 학 성 상의 제원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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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험 지역 1 (b)실험 지역 2

(c)실험 지역 3

[그림 2-11]실험 지역 학 성 상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주요 개체를 가진 실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제

안 기법이 다양한 지형과 지물의 선형을 골고루 추출할 수 있는지 확인

하 다.실험 지역의 건물,도로,농경지 선형들은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갖는다.건물은 닫 있는 객체가 규칙 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특징

이며 객체 별로 높은 직교성을 갖는다.도로는 상 으로 매우 긴 선형

을 포함하며 완만한 곡선 형태를 가지기도 한다.마지막으로 농경지 경

계의 경우 도로와 같이 상 으로 긴 선형을 가지지만 선형이 곳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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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교차한다는 이 다르다.[그림 2-12]는 실험 지역별 주요 개체의

선형 특성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a)실험 지역 1

(건물)

(b)실험 지역 2

(도로)

(c)실험 지역 3

(농경지)

[그림 2-12]실험 지역별 주요 개체의 선형 특징

정확도 평가를 한 참조 데이터로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연속수치지도,

환경부의 토지 피복도를 이용하 다.2013년에 제작된 1:5,000연속수치

지도의 부천시 건물 이어를 이용하여 실험 지역 1을 평가하고 시

도로 이어를 이용하여 실험 지역 2를 평가하 다.연속수치지도와 실

험 지역 1,2의 상에서 기 을 추출하고 어핀(affine)변환을 수행하

여 상과 참조 데이터를 매칭하 다.실험 지역 3의 경우,2013년에 제

작된 환경부 분류 토지 피복도 논 토지 피복을 이용하여 평가를 수

행하 다.그러나 분류 토지 피복도의 경우 농경지의 최외곽 경계만을

포함하고 있어 농경지 내부 경계를 직 디지타이징 하여 정확도 평가에

이용하 다.실험 지역의 학 성 상에 참조 데이터를 첩 시킨 결

과가 [그림 2-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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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험 지역 1 (b)실험 지역 2

(c)실험 지역 3

[그림 2-13]실험 지역 참조 데이터

선형 특성이 각기 다른 실험 지역 외에 다양한 지형지물을 포함하는

큰 크기의 고해상도 성 상을 이용한 추가 실험을 수행하 다.실험

지역 1을 포함하는 Worldview-2 상을 이용하 으며 상의 크기는

2,000×2,000화소이다. 상 크기를 제외한 기타 제원은 [표 2-3]의 실험

지역 1과 동일하다.[그림 2-14]와 같이 체 실험 상은 층 고층

건물,도로,나지,농경지,하천, 지 등 다양한 토지 피복을 포함한다.

다양한 토지 피복이 분포하기 때문에 선형의 특징을 규정짓거나 참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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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이용한 정량 인 평가는 어렵지만,다양한 지형지물이 혼재할 때

제안 기법과 조군 실험의 선형 추출 결과를 시각 으로 비교 평가하고

자 한다.

[그림 2-14]Worldview-2실험 상

2)정확도 평가

우선 제안 기법과 두 가지 조군 실험의 선형 추출 결과를 시각 으

로 비교 평가한다.원 상에 선형 추출 결과를 첩시켜 건물,도로,농

경지 경계에서 선형이 제 로 추출되었는지 그리고 오추출된 선형은 없

는지 분석한다. 한 선형의 과도한 일반화나 복 선형의 존재 유무를

비교한다.

선형 추출 결과의 정량 인 정확도 평가는 일반 으로 [표 2-4]의 오

차 행렬 요소 TP(True Positive), FP(False Positive), FN(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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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을 바탕으로 수행된다(Baeetal.,2015;Wiedemmannetal.,

1998).TP는 탐지 개체의 선형이 올바르게 추출된 경우,FP는 탐지 개

체의 선형이 잘못 추출된 경우,FN은 참조 데이터 내 탐지 개체의 선형

이 추출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 데이터

탐지 개체 비 탐지 개체

선형 추출

결과

탐지 개체
TP

(TruePositive)

FP

(FalsePositive)

비 탐지

개체

FN

(FalseNegative)

TN

(TrueNegative)

[표 2-4]오차행렬과 오차행렬 요소

본 연구에서 주요 탐지 개체는 실험 지역에 따라 건물,도로,농경지

경계가 되며 식 (2-20)의 정확도 평가 지표 ,, 측정치를 계산하

여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 다.은 생산자 정확도(produceraccuracy)

는 재 율(recall)로서 참조 데이터의 탐지 개체 선형 올바르게 추

출된 비율,는 사용자 정확도(useraccuracy) 는 정 도(precision)로

서 실제 추출된 탐지 개체의 선형 올바르게 추출된 비율, 측정치는

이들의 조화 평균을 의미한다.과 는 각각 락오차(omissionerror)

와 포함오차(commissionerror)를 가늠하기 한 지표이다.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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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데이터와 선형 추출 결과의 비교 평가를 해서는 선형의 치

차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해당 치차이는 상의 비연직성,이종

데이터간의 기하학 차이,도화 오차 등에 기인하며 본 연구에서는 2화

소 버퍼 거리에 있는 참조 데이터와 선형 내 화소를 TP로 분류하 다.

일반 으로 데이터의 디지타이징 오차는 1에서 2화소로 간주되며 본

연구에서는 선형 데이터의 이종 데이터간 정확도 평가인 을 감안하여

3화소를 버퍼 거리로 설정하 다(Toutin,2004;Dietal.,2003). 한 선

형 추출 결과는 탐지 개체에 한 구분 없이 상 내 모든 개체의 선형

을 포함하므로 TP화소를 포함하지 않는 선형은 탐지 개체 선형에서 제

외하여 평가를 진행하 다.선형 추출 정확도뿐만 아니라 제안 기법과

조군 기법들의 연산 소요 시간을 분석하여 알고리즘 효율성을 비교 평

가하 다.그리고 최종 으로 추출 선형의 활용성을 분석하기 하여

상과 일 일 응성에 한 분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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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주요 라미터 설정

정규격자 기반 허 선소 확장법의 선형 추출 결과에 향을 미치는

주요 라미터는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정규격자의 크기,선소 확장

법의 공선 각도 기 을 들 수 있다.제안 기법은 2.2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를 1,정규격자의 크기를 10화소,선소 확

장법의 공선 각도 기 을 20°로 한다.본 에서는 해당 라미터 값의

선정 이유를 서술하며 라미터 값 변화에 따른 선형 추출결과를 비교함

으로써 제안 기법의 라미터 설정에 한 분석을 수행한다.

1)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

허 변환 공간은 값을 행,값을 열로 하는 2차원 매개변수 공간이

며 상 공간의 선형을 와 로 매개화하여 허 변환 공간에 시켜

표 한다.이때,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에 따라 와 값의 간격이 달

라진다.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가 작을수록 극 의 와 값에 해 더

세 한 추정이 가능한 반면 입력 에지의 일부만을 표 하는 선형이 추출

되는 특징이 있다.이와 반 로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가 클수록 에지

들의 공통 선형을 추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 신 극 의 와 

값은 개략 으로 결정되게 된다.따라서 합한 허 변환 공간해상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값을 0.5,1.0,1.5로 변화시켜 세 실험 지역

의 선형을 추출하고 비교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2-15]와 같이 실험 지역 1과 2에서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가

0.5일 때 다른 해상도에 비해 건물과 도로 선형의 락이 크게 발생한다.

이는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가 작을 때 더 정확한 와 값을 추정하

지만,정규격자 내 일부의 에지만 응되는 선형을 추출함에 따라 최소

길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반면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가 1 는 1.5일 경우 체 으로 유사한 선형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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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그림 2-16]과 같이 실험 지역 3의 경우 해상도에 따른 선형

추출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이는 실험 지역별 입력 에지의 차이에

기인한다.실험 지역 1과 2는 Canny에지 추출 알고리즘의 세선화된 에

지를 이용하므로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가 작을 때 국지 인 선소를

추출하게 된다.따라서 추출된 선소의 길이가 최소 길이 조건을 만족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실험 지역 3은 에지의 폭이 한 화소 이

상인 필터링 결과를 이용하므로 극 의 와 값 변화에 따른 선소의 길

이 차가 심하지 않으며 최소 길이 이상의 선형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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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변환 공간해상도 (0.5) 허 변환 공간해상도 (1.0) 허 변환 공간해상도 (1.5)

실

험

지

역

1

실

험

지

역

2

[그림 2-15]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에 따른 선형 추출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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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변환 공간해상도 (0.5) 허 변환 공간해상도 (1.0) 허 변환 공간해상도 (1.5)

실

험

지

역

3

[그림 2-16]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에 따른 선형 추출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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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 변화에 따른 실험 지역별 주요 개체의 선형

추출 정확도는 [표 2-5]와 같다.실험 지역 1과 2의 경우 허 변환 공

간의 해상도가 0.5일 때 해상도가 1.0인 경우와 비교하여  측정치가 각

각 13%,7% 낮게 나타난다.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허 변환 공

간의 해상도가 0.5일 때 다른 해상도에 비해 건물과 도로 선형의 락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반면 실험 지역 3의 경우 허 변환 공간의 해

상도가 0.5일 때와 1.0일 때  측정치 차이는 2%로 상 으로 작게 나

타난다.세 실험 지역 모두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가 1.0에서 1.5로 증

가할 때  측정치 변화 폭이 1% 이하이며 정확도가 수렴하는 특징을

보인다.

 측정치(%)
허 변환

공간해상도 (0.5)

허 변환

공간해상도 (1.0)

허 변환

공간해상도 (1.5)

실험 지역 1 65.38 78.53 77.89

실험 지역 2 68.75 75.25 74.30

실험 지역 3 71.04 73.45 74.01

[표 2-5]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 변화에 따른 선형 추출 정확도

제안 기법에서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는 선형 락이 발생하지 않는

범 내에서 정 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 허 변환 공간의 해상

도가 1.0일 때와 1.5일 때 체 실험 지역의 선형 추출 정확도가 유사하

게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를 1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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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규격자의 크기

정규격자 크기 변화에 따른 선형 추출 결과의 비교 분석을 하여 정

규격자 크기를 5,10,15화소로 변경하여 세 실험 지역의 선형을 추출하

다.[그림 2-17],[그림 2-18]과 같이 정규격자 크기가 5화소로 지나치

게 작은 경우 선형이 추출되지 않거나 추출 선형이 선소 확장법을 통해

연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특히 실험 지역 3의 경우 필터링 에지

의 비연속성으로 인한 선형 락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반면 정규

격자 크기가 10화소인 경우 세 실험 지역 모두 선형의 락이 상 으

로 고 선소 확장법을 통한 연결 선형의 추출도 원활히 이루어진다.

정규격자 크기가 10화소 는 15화소인 경우를 비교하면,정규격자 크

기가 15화소일 때 실험 지역 2와 3의 도로와 농경지 경계에서 상 으

로 곧고 긴 선형을 추출하는 장 이 있다.그러나 실험 지역 1과 같이

건물이 집해 있는 경우 건물 사이를 잇는 선형이 잘못 추출되는 문제

가 더 많이 발생한다.그리고 정규격자에 복수의 건물이 포함될 경우 일

부 건물에서만 주선형이 추출되는 문제가 있다.마찬가지로 실험 지역 2

의 폭이 좁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일부분에서만 선형이 추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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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격자 크기 (5화소) 정규격자 크기 (10화소) 정규격자 크기 (15화소)

실

험

지

역

1

실

험

지

역

2

[그림 2-17]정규격자 크기에 따른 선형 추출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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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격자 크기 (5화소) 정규격자 크기 (10화소) 정규격자 크기 (15화소)

실

험

지

역

3

[그림 2-18]정규격자 크기에 따른 선형 추출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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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격자 크기 변화에 따른 실험 지역별 주요 개체의 선형 추출 정확

도는 [표 2-6]과 같다.실험 지역 1과 2의 경우 정규격자 크기가 15화소

일 때  측정치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난다.이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

이 집한 건물이나 폭이 좁은 도로에서 선형 락이 발생하기 때문이

다.반면 실험 지역 3의 경우,입력 에지 특성으로 인해 정규격자 크기가

5화소일 때  측정치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정규격자 크기가 5화소일

때 실험 지역 1과 2의 추출 선형이 끊겨있거나 락됨에도 불구하고 정

확도가 크게 낮지 않은 이유는 참조 데이터가 버퍼 거리 이내에 있는 경

우 락 없이 바르게 탐지 된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그러나 정규격

자 크기가 10화소일 때에 비해 2배 정도 많은 선형을 추출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유사하더라도 추출 선형의 연속성,선형과 상간의 응성에

는 큰 차이가 있다.

 측정치(%)
정규격자 크기

(5화소)

정규격자 크기

(10화소)

정규격자 크기

(15화소)

실험 지역 1 77.42 78.53 68.83

실험 지역 2 76.65 75.25 63.29

실험 지역 3 55.13 73.45 72.31

[표 2-6]정규격자 크기 변화에 따른 선형 추출 정확도

선형을 락 없이 추출하고 성공 으로 연결하기 해서는 정규격자의

크기를 10화소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규격자 크기가 15

화소일 때 10화소에 비해 정확도는 낮지만 부분 으로 연속성이 강한 선

형을 추출하는 장 이 있다.탐지 객체의 크기, 집성,선형성 등을 고

려하여 정규격자의 크기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가

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10화소의 정규격자 크기를 용하 다. 한 정

규격자의 크기가 10화소일 때 탐지 객체의 크기가 작거나 집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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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지형지물의 경계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일반 인

용이 용이하다.

3)공선 선소의 각도 기

공선 선소의 각도 기 에 따른 선형 추출 결과를 비교 분석하기 하

여 각도 기 을 10°,20°,30°로 변경하여 세 실험 지역의 선형을 추출하

다.각도 기 에 따른 선형 추출 결과는 체 으로 유사하지만 [그림

2-19],[그림 2-20]과 같이 부분 인 차이가 존재한다.각도 기 이 10°

일 경우 세 실험 지역에서 부분 으로 공선 선소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

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공선 선소 연결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선소

의 복 부분이 제거되지 않는 문제 이 있다.특히 실험 지역 3은 다른

실험 지역에 비해 공선 선소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이는 고주

필터링을 통해 입력 에지를 생성하 기 때문이다.필터링 기반 에지는

한 화소 이상의 폭을 가지며 이로 인해 기 추출 선소의 각도 차이가

다른 실험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공선 각도 조건을 20° 는 30°

로 설정한 경우 10°에서 연결 되지 않던 선소들이 연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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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 선소 각도 기 (10°) 공선 선소 각도 기 (20°) 공선 선소 각도 기 (30°)

실

험

지

역

1

실

험

지

역

2

[그림 2-19]공선 선소의 각도 기 에 따른 선형 추출 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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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 선소 각도 기 (10°) 공선 선소 각도 기 (20°) 공선 선소 각도 기 (30°)

실

험

지

역

3

[그림 2-20]공선 선소의 각도 기 에 따른 선형 추출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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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 선소의 각도 기 변화에 따른 실험 지역별 주요 개체의 선형 수

는 [표 2-7]과 같다.선소의 연결 여부는 추출 선형의 정확도를 통한 분

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출 선형 수의 감소 추이를 분석한다.실험 지

역 2와 3의 경우 공선 선소 각도 기 이 10°에서 20°로 증가할 때 선형

의 수가 크게 감소한 후 수렴하는 특징을 보인다.반면 실험 지역 1의

경우 공선 선소 각도 기 이 20°에서 30°로 증가할 때 추가 인 선소 연

결이 이루어진다.이는 건물을 포함한 다양한 지형지물에서 추출된 선소

들이 집되어 있어 선소간 상호 연결이 수행되기 때문이다.

선형 수
공선 선소

각도 기 (10°)

공선 선소

각도 기 (20°)

공선 선소

각도 기 (30°)

실험 지역 1 717 645 617

실험 지역 2 357 316 310

실험 지역 3 754 645 645

[표 2-7]공선 선소의 각도 기 변화에 따른 추출 선형 수

공선 선소의 각도 기 은 선소 연결이 락되지 않는 범 내에서 작

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공선 각도 기 이 20°에서 30°로 증

가할 때 선형 수의 감소폭이 작거나 수렴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본 연구

에서는 20°를 공선 각도 기 으로 설정하 다.

4) 라미터 설정 기 과 범용성

제안 기법의 주요 라미터 설정에 따른 선형 추출 결과를 종합 으로

단할 때,고정된 허 변환 공간해상도와 공선 각도 기 그리고 유동

인 정규격자 크기를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는 허 변환 공간

의 해상도가 증가할수록 추출 선형의 치 정확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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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공선 선소의 각도 기 이 증가함에 따라 인 선소와 부정확

한 공선 연결이 수행되기 때문이다.따라서 허 변환 공간해상도와 공

선 각도 기 은 각각 선형 추출과 선형 연결이 락되지 않는 범 내에

서 작게 설정되어야 한다. 한 허 변환 공간해상도와 공선 선소 각도

기 이 증가할 때 선형 추출 정확도와 추출 선형 수에 한 수렴성이 존

재한다.따라서 제안된 정규격자 기반 허 선소 확장법은 허 변환 공

간의 해상도를 1,공선 선소의 각도 기 은 20°로 설정한다.

해당 라미터는 입력 에지의 세선화 특성이 다른 경우에도 용이 가

능하다.실험 지역 3과 같이 세선화된 에지가 아닌 경우에도 공선 각도

기 이 20°일 때 10°에서 연결되지 않던 선소들이 연결되며 30°선형 추

출 결과와도 큰 차이가 없다.실험 지역 3은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에

따라서 선형 추출 결과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세선화된 Canny에지를

이용하는 실험 지역 1과 2의 경우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가 0.5일 때

선형 락이 크게 발생한다.따라서 다양한 입력 에지 상에 제안된 선

형 추출 기법을 일반 으로 용하기 해서는 허 변환 공간의 해상도

를 1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규격자의 크기는 탐지 객체의 특성에 따라 응 으로 변경하여 설

정할 수 있다. 컨 ,탐지 객체의 크기가 크고 선형성이 높은 경우 정

규격자의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서 상 으로 긴 선형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러나 탐지 객체가 작고 집해 있는 경우 정규격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탐지 객체를 잇는 선형이 추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즉,정규격자

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직선 검출 능력이 향상되지만 선형의 과 추

정 문제가 발생하는 트 이드오 (tradeoff)특성을 보인다.감독 과정

없이 다양한 특징 개체를 추출하고 범용성을 높이기 해서는 정규격자

의 크기를 10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이 때 정규격자 크기가 10화소

과인 경우에 비해 일부 선형이 끊긴 형태로 추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크기가 작거나 폭이 좁은 객체에서 선형이 락되는 문제와 선형

의 과 추정되는 문제를 일 수 있으므로 일반 인 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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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용 실험 결과

1)제안 기법의 기 선소 추출 결과

세 실험 지역 모두 개별 정규격자 크기를 10화소로 하는 복도 10%

의 정규격자 공간을 생성하 다.실험 지역 상의 크기에 따라 실험 지

역 1은 56×56개,실험 지역 2와 3의 경우 78×78개의 정규격자가 생성

된다.개별 정규격자에 응되는 부분 에지 상만을 이용하여 허 변

환을 수행하며 최 값을 갖는 극 을 탐지하고 해당 선형을 추출한

다.실험 지역의 기 선소 추출 결과를 입력 에지 상과 첩한 결과

가 [그림 2-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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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험 지역 1 (b)실험 지역 2

(c)실험 지역 3

[그림 2-21]에지 상과 실험 지역별 기 선소 추출 결과

[그림 2-21]에서 볼 수 있듯이,정규격자로 상을 분할하여 선소를 추

출함으로써 원 상 체에 걸쳐 고루 선소를 추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며 직선이 아닌 에지를 제외한 부분의 에지에서 선소가 추출된다.

[표 2-8]과 같이 실험 지역 1,2,3에 하여 각각 1,906개,3,190개,2,070

개의 기 선소들이 추출되었으며 이 주요 개체의 선소는 1,113개,

815개,1,235개로 나타났다.실험 지역별 주요 개체 선소의 비율은 각각

58%,26%,60%이며 각 실험 지역 상에 존재하는 주요 개체의 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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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다.실험 지역 2의 경우 도로가 상 앙 부분에만 교차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요 개체 선소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

난다.실험 지역별 체 선소들의 평균 길이는 각각 7.84화소,8.10화소,

7.86화소이며 주요 개체 선소의 평균 길이는 각각 7.94화소,8.27화소,

8.21화소이다.설정된 정규격자의 크기가 10화소이므로 기 선소들의 길

이는 정규격자의 크기보다 작으며 [그림 2-21]의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표시한 선소의 끝 과 같이 정규격자를 경계로 곳곳에서 끊어져있다.

속성 실험 지역 1 실험 지역 2 실험 지역 3

상 Worldview-2 KOMPSAT-2 RapidEye

주요 개체 건물 도로 농경지

기 선소 수 1,906 3,190 2,070

주요 개체 선소 수 1,113(58%) 815(26%) 1,235(60%)

체 기 선소

평균 길이(화소)
7.84 8.10 7.86

주요 개체 선소

평균 길이(화소)
7.94 8.27 8.21

[표 2-8]실험 지역별 기 선소 추출 결과 요약

2)선소 확장법을 통한 공선 역과 직교 역의 생성

연속하거나 직교하는 선소들의 연결성을 개선하기 하여 선소 확장법

을 수행하 다.선소 확장법은 정규격자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연속되는

선소를 포함하는 정규격자를 같은 값으로 이블링 하여 공선 역을 생

성하고,직교하는 선소를 포함하는 정규격자를 같은 값으로 이블링 하

여 직교 역을 생성한다.선소 확장법의 이블은 기 정규격자가 바

뀔 때 마다 1씩 증가하여 총 정규격자의 수를 최댓값으로 갖는다.실험

지역 1의 경우 56×56,실험 지역 2와 3의 경우 78×78의 정규격자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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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선성이 존재하는 격자들의 치에 각각 고유의 이블 값이 부여된

다.직교 역의 선소 확장법은 공선 역의 기 선소들을 연결한 후에

수행된다.실험 지역에 한 공선 역 생성 결과는 [그림 2-22]와 같다.

(a)실험 지역 1 (b)실험 지역 2

(c)실험 지역 3

[그림 2-22]실험 지역별 공선 역 생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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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 역의 이블을 기 으로 정규격자를 실제 에지 상의 치에

응 시켜 입력 에지를 정의한다.이후 해당 에지의 허 변환을 통해

기 추출 선소들의 연결 선형을 추출한다.[그림 2-23]과 같이 건물,도

로,농경지의 경계에서 연속성을 갖는 선소들이 고유한 공선 역으로

탐지되며 공선 역에 포함된 에지를 기 으로 허 선형을 다시 추출한

결과 기 선소들의 연결성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정규격자의 복

도로 인해 공선 역 내 선소의 끝 이 겹치거나 선형 자체가 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연결 선형을 추출함으로써 복선형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실험 지역별 공선 선소와 공선 이블의 수는

[표 2-9]와 같다.공선 선소 수는 기 선소 공선성이 존재하는 선소

의 수를 의미하며 공선 역으로 이블링된 정규격자의 수와 동일하다.

공선 이블 수는 공선 역이 갖는 고유한 이블의 수를 나타내며 선

소들이 갖는 공선성의 종류를 의미한다.실험 지역별로 각각 기 선소

의 62%,62%,55%에 해당하는 선소들이 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제안된 선소 확장법을 통해 약 60%의 기 추출 선소를 연결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실험 지역 1의 경우 공선 선소 수 비 이블

수의 비율이 35%로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난다.이는 실험 지역 1의

건물 선소가 도로나 농경지에 비해 짧게 연결되어 상 으로 다양한 종

류의 공선 선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반면,실험 지역 2의 경우 도로의

선형성이 다른 실험 지역의 주요 개체보다 높기 때문에 상 으로 공선

이블 수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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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실험 지역 1 실험 지역 2 실험 지역 3

상 Worldview-2 KOMPSAT-2 RapidEye

주요 개체 건물 도로 농경지

기 선소 수 1,906 3,190 2,070

공선 선소 수 1,179(62%) 1,992(62%) 1,138(55%)

공선 이블 수 412(35%) 494(25%) 342(30%)

[표 2-9]실험 지역별 공선 역 생성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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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연결 후

실

험

지

역

1

실

험

지

역

2

실

험

지

역

3

[그림 2-23]실험 지역별 공선 선소의 연결 후

연결 선형을 반 한 선형 추출 결과는 [그림 2-24]와 같다.제안 기법

은 기 추출된 선소를 바탕으로 연결 선형의 에지를 재탐색하고 선형을

연결함으로써 원 상의 에지를 높은 유사도로 재 한다는 장 이 있다.

주요 탐지 개체인 건물,도로,농경지 경계에서 기 추출된 선소들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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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표시한 선소 끝 의 수가 크

게 감소한다.

(a)실험 지역 1 (b)실험 지역 2

(c)실험 지역 3

[그림 2-24]에지 상과 실험 지역별 공선 선형 연결 결과

연결 선형을 추출한 후 직교 선소의 연결을 하여 선소 확장법을 수

행한다.공선 역과 마찬가지로 정규격자 공간에서 직교하는 선소가 포

함된 격자를 동일한 값으로 이블링하여 직교 역을 생성한다.생성된

직교 역은 [그림 2-25]와 같다.직교 역에 포함된 선소 의 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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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하고 선소 별로 교 과 가장 가까운 끝 을 교 으로 치환한다.

(a)실험 지역 1 (b)실험 지역 2

(c)실험 지역 3

[그림 2-25]실험 지역별 직교 역 생성 결과

실험 지역별 직교 선소의 연결 결과는 [그림 2-26]과 같다.실험 지역

2의 경우 도로의 교차 부분이 어 직교 선소 연결의 효과가 크지 않지

만 건물이 주를 이루는 실험 지역 1의 경우 직교 선소 연결을 통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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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서리가 결합되는 효과가 크다.실험 지역 3의 경우 직교하는 농경

지 경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교 선형의 연결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는 농경지 경계가 선형의 양 끝 에서 직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의

간 부분과 이웃 선형의 끝 에서 서로 교차하기 때문이다.제안 기법

은 연속 선형뿐만 아니라 직교 선형을 탐지 한다는 장 이 있다.따라서

탐지된 건물 직교 선형을 이용하여 건물 훈련 자료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건물 분류를 수행하는 연구를 3장에서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제안 기

법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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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연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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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실험 지역별 직교 선소의 연결 후

실험 지역별 직교 선소와 직교 이블의 수는 [표 2-10]과 같다.공선

역과 마찬가지로 직교 선소 수는 공선 선소 연결 이후 직교 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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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의 수를 의미하며 직교 역으로 이블링된 정규격자의 수와 동일

하다.직교 이블 수는 직교 역이 갖는 고유한 이블의 수를 나타내

며 직교성의 종류를 의미한다.실험 지역 1에는 건물이 다수 분포하기

때문에 실험 지역 2와 3에 비해 2배 정도 면 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가

장 많은 직교 선소를 갖는다.

속성 실험 지역 1 실험 지역 2 실험 지역 3

상 Worldview-2 KOMPSAT-2 RapidEye

주요 개체 건물 도로 농경지

직교 선소 수 377 358 257

직교 이블 수 129(34%) 134(37%) 98(38%)

[표 2-10]실험 지역별 직교 역 생성 결과 요약

직교 선소의 연결 이후 복 할당된 공선 선형을 제거하여 최종 으로

선형 추출을 완료한다.최종 선형 추출 결과의 실험 지역별 체 선형과

주요 개체의 선형 수와 평균길이는 [표 2-11]과 같다.선소 연결을 통해

체 선형의 수는 기 선소 비 63%,57%,63% 수 으로 감소하 으

며 주요 개체의 선형 수 역시 기 선소 비 58%,39%,52%로 감소하

다. 한 선형 연결을 통해 주요 개체 선형의 평균 길이는 실험 지역

별로 각각 1.8배,2.7배,2.0배 증가하 다.실험 지역 2와 3의 경우 각각

긴 도로와 농경지를 포함하므로 선형의 평균길이 증가 폭이 실험 지역 1

에 비해 크다.실험 지역 2의 경우 도로 이외의 지역에서 짧은 선형이

다수 추출되므로 체 선형과 도로 선형의 평균 길이 차이가 다른 실험

지역에 비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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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실험 지역 1 실험 지역 2 실험 지역 3

상 Worldview-2 KOMPSAT-2 RapidEye

주요 개체 건물 도로 농경지

체 선형 수 1,192(63%) 1,833(57%) 1,312(63%)

주요 개체 선형 수 645(58%) 316(39%) 645(52%)

체 선형

평균 길이(화소)
12.49 13.67 12.58

주요 개체 선형

평균 길이(화소)
14.41 22.63 16.64

[표 2-11]실험 지역별 최종 선형 추출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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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정확도 평가

1) 조군과의 시각 비교 평가

제안 기법과 조군의 실험 지역별 선형 추출 결과는 [그림 2-27],[그

림 2-28],[그림 2-29]와 같다.기법별 비교 평가를 해 정확도 평가

상이 되는 건물,도로,농경지 경계 선형만을 시각화 하 다.제안 기법

과 지정식 허 변환의 경우 실제 탐지 객체의 크기보다 작은 격자를 이

용하거나 이블링된 에지를 이용하므로 하향식 기법에 비해 선형의 과

추정 문제가 다.이와 반 로 하향식 기법의 경우 탐지 객체의 크

기 이상인 역에서 추출된 선형의 과 추정 문제가 발생한다.하향식

기법은 허 변환 역의 크기를 축소해 나가며 상 으로 긴 선형을

우선 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끊긴 에지를 이어 선형을 추출하는 과정에

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특히 주요 객체 사이의 공백이나 주요 객체와

인 한 에지에 큰 향을 받아 선형의 과 추정 문제가 모든 실험 지역

에서 발생한다.선형의 과 추정이란 실험 지역 1에서 서로 다른 건물

의 경계를 하나의 선형으로 이어 추출하거나,실험 지역 2와 3에서 끊어

진 에지를 연결하여 선형을 추출함으로써 도로나 농경지의 내부를 가로

지르는 경우를 말한다.선형의 과 추정은 상에서 주요 객체의 선형

을 락 없이 탐지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선형 추출 결과에 많은 오차를

포함하게 하며 특히 추출 선형의 향후 활용에 큰 문제 을 야기한다.하

향식 허 선형 추출 결과는 상 곳곳에서 선형들이 서로 교차하기 때

문에 선형 추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객체를 탐지하고자 할 때 교차

을 심으로 특정 방향의 선형을 제거하거나 다듬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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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하향식 허 선형 추출 결과 (b)지정식 허 선형 추출 결과

(c)제안 기법의 선형 추출 결과

[그림 2-27]실험 지역 1의 기법별 선형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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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하향식 허 선형 추출 결과 (b)지정식 허 선형 추출 결과

(c)제안 기법의 선형 추출 결과

[그림 2-28]실험 지역 2의 기법별 선형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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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하향식 허 선형 추출 결과 (b)지정식 허 선형 추출 결과

(c)제안 기법의 선형 추출 결과

[그림 2-29]실험 지역 3의 기법별 선형 추출 결과

하향식 허 선형 추출 기법의 문제 이 선형의 과 추정으로 인한

포함오차가 크고 교차 선형이 많은 것이라면 지정식 허 변환의 문제

은 큰 락오차와 복 선형의 추출이라 할 수 있다.지정식 허 선형

추출 기법은 극 이웃 조건을 통해 복 선형을 제거한다.그러나 복

선형이라 하더라도 허 변환 공간에서의 라미터 값은 큰 차이를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 선형 일부는 제거되지 않게 된다.이는 선

형의 연장선에 한 원 에서의 투 길이()와 투 방향에 한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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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 으로 허 변환 공간을 생성하고 극 이웃 조건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실험 지역별 선형 추출 결과를 확 비교한 결과는 [그림 2-30],[그림

2-31],[그림 2-32]와 같다.앞에서 언 한 것과 같이 하향식 허 선형

추출 기법의 경우 여러 건물의 경계를 하나의 선으로 추출하거나 도로와

농경지 경계에서 추출된 선형이 과 추정되어 다른 선형을 가로지르는

문제가 발생한다.과 추정 선형으로 인해 선형의 포함오차는 큰 반면

건물,도로,농경지 경계 선형을 상 으로 락 없이 탐지한다는 장

이 있다.지정식 허 선형 추출 기법의 경우 탐지 객체의 특정 부분에

서 복되는 선형을 다수 추출하는 문제 이 있다. 한 건물의 단축

(minoraxis)이나 농경지 경계에서 선형의 락이 발생하는데 이는 단일

에지 이블을 갖는 건물 경계에서 건물의 주축(majoraxis)에서 극 이

더 많이 탐지되기 때문이다.그리고 농경지의 경우 필터링 결과를 바탕

으로 에지를 생성하 으므로 이블별로 마스킹 된 에지의 연결성이 부

족하게 되며 이로 인해 지정식 허 변환 결과의 락오차가 많이 발생

한다.제안 기법의 경우 하향식 허 변환 보다 상 으로 락오차가

크지만 포함오차가 고 선형의 과 추정이나 복 없이 건물,도로,농

경지 경계 선형을 추출한다. 한 실험 지역 1에서는 직교 선소의 탐지

를 통해 건물의 모서리 을 기 으로 두 선형을 연결한다는 장 이 있

다.하향식 허 변환의 경우 건물 모서리 이외의 부분에서도 많은 수의

선형이 교차하며 교차 을 기 으로 건물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수 없

어 건물 모서리 을 추출하 다고 보기 어렵다.무엇보다 제안 기법은

다른 기법들에 비해 상과 선형의 일 일 응성이 높아 선형 추출 결

과의 추가 인 활용이 용이하다.이는 선형 추출 기법이 추가 인 활용

을 한 기 알고리즘인 을 고려할 때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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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하향식 허 선형 추출 결과 (b)지정식 허 선형 추출 결과

(c)제안 기법의 선형 추출 결과

[그림 2-30]실험 지역 1의 기법별 선형 추출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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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하향식 허 선형 추출 결과 (b)지정식 허 선형 추출 결과

(c)제안 기법의 선형 추출 결과

[그림 2-31]실험 지역 2의 기법별 선형 추출 결과 비교



-87-

(a)하향식 허 선형 추출 결과 (b)지정식 허 선형 추출 결과

(c)제안 기법의 선형 추출 결과

[그림 2-32]실험 지역 3의 기법별 선형 추출 결과 비교

앞선 실험 지역별 선형 추출 결과의 시각 비교 평가는 주요 탐지 개

체의 추출에 이 맞추어져 있다.따라서 다양한 지형지물을 포함하는

Worldview-2 상을 이용하여 추가 으로 비교 평가를 수행하 다.실

험 상 내에는 건물,도로,나지,농경지,하천, 지 등 다양한 토지 피

복이 분포하며 제안 기법과 조군 실험의 선형 추출 결과는 [그림

2-33]과 같다.실험 지역별 선형 추출 결과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며 선

형 추출 결과의 확 비교 결과는 [그림 2-34],[그림 2-35]와 같다.하

향식 허 선형 추출 결과의 경우 상 으로 긴 선형을 끊김 없이 추출

한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서로 떨어진 건물이나 도로 내 차량을 하나

의 선형으로 이어 추출하는 문제,건물 그림자나 나지와 같은 인 에지

에서 추출된 선형이 건물과 도로를 가로지르는 문제,다 스 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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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출된 선형이 많은 곳에서 교차하며 서로 가깝게 분포하는 문제가

있다.지정식 허 선형 추출 기법은 하향식 기법과 같은 선형의 과

추정 문제가 없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이블링 에지가 복잡한 형태

를 가지거나 길게 연결된 경우 객체의 일부분에서만 선형이 추출되는 문

제가 있으며 선형이 복 추출되는 문제가 있다.제안 기법은 하향식 기

법과 비교하여 선형의 락 오차가 크지만 인 에지의 향을 크게 받

지 않아 선형의 과 추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 이 있다. 한 지

정식 기법에 비해 락오차가 고 다양한 형태와 길이를 갖는 지형지물

의 선형을 복 없이 연결하여 추출하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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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하향식 허 선형 추출 결과 (b)지정식 허 선형 추출 결과

(c)제안 기법의 선형 추출 결과

[그림 2-33]Worldview-2 상의 기법별 선형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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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허 선형 추출 결과 지정식 허 선형 추출 결과 제안 기법의 선형 추출 결과

[그림 2-34]Worldview-2 상의 기법별 선형 추출 결과 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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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허 선형 추출 결과 지정식 허 선형 추출 결과 제안 기법의 선형 추출 결과

[그림 2-35]Worldview-2 상의 기법별 선형 추출 결과 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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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군과의 정량 비교 평가

제안 기법과 조군 실험의 정량 정확도 평가 결과는 [표 2-12]와

같다.선형 추출 기법은 입력 에지로부터 선형을 생성하는 기법이며 특

정 개체를 추출하기 한 부가 인 처리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따라

서 실제 참조 데이터와 정확도 평가 시 일반 인 개체 추출 연구에 비해

낮은 정확도를 가지게 되며 상 인 정확도를 기 으로 선형 추출 기법

별 비교 평가를 수행한다.본 연구에서는 건물,도로,농경지 경계 참조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량 정확도 평가 지수를 계산하 다.세 실험 지

역 모두 하향식 허 선형 추출 결과의 생산자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는 하향식 기법이 에지가 락된 부분을 연결하여 선형을

추출하므로 추출 선형의 락 오차가 기 때문이다.제안 기법의 경우

하향식 허 선형 추출 기법에 비해 생산자 정확도가 낮지만 지정식 기

법에 비해 높은 생산자 정확도를 보 으며 특히 체 실험 지역에서 가

장 높은 사용자 정확도()를 보 다.두 정확도의 조화 평균인  측정

치 한 모든 실험 지역에서 세 기법 가장 높게 나타났다.하향식 허

변환 기법의 경우 실험 지역 2나 3과 같이 주요 개체 이외의 에지를

많이 포함하는 경우 선형의 과 추정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매우 낮은 사용자 정확도를 보인다.선형의 과 추정 문제는

탐지하고자 하는 객체와 인 한 객체에서 추출된 에지를 연결하는 선형

을 추출할 때 발생하므로 입력 에지의 분포에 큰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제안 기법의 경우 기 선소로부터 선소가 연속되는 정

규격자를 탐색하고 연결 선형을 추출하므로 인 객체의 에지에 향을

덜 받는다는 장 이 있다.그리고 지정식 허 변환은 실험 지역 3과 같

이 고주 필터링 에지로부터 선형을 추출할 경우 높은 락오차를 보이

는 반면 제안 기법은 고주 필터링 에지에서도 가장 높은  측정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 기법과 조군 실험의 연산 효율성을 분석하기 하여 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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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하 다.연산 소요 시간은 도우 7운 체제,i53.40GHz쿼드

코어 CPU와 8GB메모리 하드웨어,MATLABR2014b언어 환경을 기

으로 측정되었다.제안 기법은 선형 추출뿐만 아니라 정규격자 기반의

공선 역과 직교 역을 생성하는 과정을 연산에 포함하고 있다.그러

나 연산 소요 시간은 세 기법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하향식 기

법의 경우 다 극 을 탐지하여 응 되는 에지를 제거하는 과정과 해

당 과정을 여러 스 일의 역에 반복 으로 용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 으로 연산 소요 시간이 길다.이에 반해 제안 기법의 소요

시간은 하향식 기법에 비해 2.3∼2.9배,지정식 기법에 비해 1.3∼100배

이상 다.제안 기법의 연산 효율성은 다음 특성들에 기인한다.첫 째,

단일 스 일의 정규격자별로 주 선형 하나만을 탐지함으로써 다 스

일,다 극 ,극 임계값,극 의 이웃 조건을 고려한 연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둘 째,사 정의된 정규격자 공간에서 이웃 정규격자만을

효과 으로 탐색하여 선형을 연결하므로 이웃 선형을 탐색하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 없다. 한 선소 확장법을 용할 때 한 번 이블이 부여

된 정규격자는 다음 선소 확장법에서 제외되므로 연산 효율성이 증 된

다.셋 째,공선 역의 이블을 기 으로 복수의 선형을 일 으로 연

결한다.따라서 연결 선형을 재탐색하여 다른 선형과 다시 연결하는 과

정이 필요 없다.

제안 기법과 하향식 기법의 경우 역 기반 허 선형 추출 기법이기

때문에 실험 지역의 크기와 연산 소요 시간이 개략 으로 비례하게 된

다.반면 지정식 허 변환의 경우 실험 지역의 크기가 아닌 실험 지역

내 에지의 고유 이블 수에 연산 소요 시간이 비례하게 된다.특히 실

험 지역 3의 경우 실험 지역 2와 상의 크기는 같지만 6배 이상 많은

에지 이블을 갖는다.이는 필터링 결과를 이진화하여 입력 에지 상

을 생성하 기 때문이며 그 결과 연산 소요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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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제안 기법 하향식 지정식

실험 지역 1

(Worldview-2)

 71.29% 86.31% 64.13%

 87.41% 63.10% 82.69%

 78.53% 72.90% 72.24%

연산시간 3.96 8.95 5.17

실험 지역 2

(KOMPSAT-2)

 71.23% 90.30% 68.61%

 79.76% 50.54% 70.58%

 75.25% 64.81% 69.58%

연산시간 7.15 18.07 14.62

실험 지역 3

(RapidEye)

 62.85% 80.42% 41.29%

 88.36% 50.55% 80.17%

 73.45% 62.08% 54.51%

연산시간 6.13 18.08 948.43

[표 2-12]선형 추출 기법별 정확도 평가 결과

3)제안 기법의 활용성 평가

제안 기법은 다른 조군 실험들에 비해 높은 활용성을 갖는다.선형

추출 기법은 그 결과를 일차 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추가 인 처리를 통

해 탐지 객체의 경계를 완성하거나 상 정합의 입력 자료를 생성하기

해 이용되므로 처리 단계로서의 연산 효율성이 요하다.따라서 제

안 기법의 빠른 연산 속도는 향후 다양한 연구에 한 활용 가능성을 높

이는 요 요소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제안 기법의 높은 사용자 정확도와 일 일 응 계는 선형

추출 결과를 다양한 활용 연구에 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제안 기법

의 선형 추출 결과 부분은 하나의 선형이 객체의 한 부분을 묘사하는

일 일 응 계를 갖는다.선형 추출 결과의 일 일 응 계가 부족

하다는 것은 과 추정 선형과 같이 하나의 선형이 복수의 객체를 표

하거나 복 선형과 같이 객체의 동일 부분에서 복수의 선형을 추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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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제안 기법과 조군 실험의 일 일 응성을 분석하기

하여 과 추정 선형과 복 선형의 수와 길이를 계산하 다. 상의

시각 독을 통해 과 추정 선형과 복 선형을 결정하 으며 실험

지역 1에 한 선형 추출 기법별 과 추정 선형의 수,과 추정 선형

의 길이, 복 선형의 수, 복 선형의 길이는 [표 2-13]과 같다.실험 지

역 2와 3의 주요 개체는 서로 연결된 도로와 농경지 경계이므로 과 추

정 선형이 복수의 탐지 객체를 묘사하기 보다는 탐지 객체의 내부를 지

나는 오류가 부분이다.따라서 [표 2-12]의 사용자 정확도()를 통한

평가가 가능하다.그러나 실험 지역 1의 경우 하나의 선형 안에서도 복

수의 객체 경계 부분이 존재하므로 생산자 정확도와 사용자 정확도만으

로는 추출 선형의 활용 가능성을 표 하지 못한다.따라서 실험 지역 1

의 과 추정 선형과 복 선형을 분석하여 선형 추출 기법의 활용 가능

성에 한 정량 평가를 수행하 다.

속성 제안 기법 하향식 지정식

과 추정 선형 수 37 135 45

과 추정 선형

길이(화소)
1,559 13,761 2,426

복 선형 수 0 12 188

복 선형 길이(화소) 0 377 2,847

과 추정 복 선형

길이의 합계(화소)
1,559 14,138 5,273

[표 2-13]선형 추출 기법별 과 추정 선형과 복 선형

제안 기법의 과 추정 복 선형의 길이 합계는 1,559화소이다.

이는 하향식 기법과 지정식 기법의 14,138,5,273화소에 비해 9.1배,3.4

배 낮은 수치이다.세 기법 모두 과 추정 선형을 추출하지만 제안 기

법의 과 추정 길이가 가장 짧다.특히 하향식 기법의 경우 선형의 과

추정 길이가 다른 기법에 비해 매우 크다.그리고 하향식 기법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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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선형의 에지 제거 과정을 포함하지만 일부 복 선형을 추출하

며 지정식 기법은 복 선형 추출 문제가 다른 기법에 비해 매우 크다.

이에 반해 제안 기법은 복 선형을 거의 추출하지 않는 장 이 있다.

하향식 기법의 경우 과 추정 선형을 다수 포함하므로 하나의 선형

안에서도 객체의 경계가 되는 부분만을 따로 구분해야하며 탐지 객체의

내부를 가로지르는 선형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하향식 허 선형 추출

결과를 그 로 활용 연구에 용할 경우 과 추정 선형으로 인한 문제

가 발생한다.하향식 허 선형 추출 기법을 활용 목 에 맞게 개선하기

해서는 입력 에지의 강도와 변환 역의 크기에 한 최 화가 필요하

다.특정 범 의 에지 강도나 변환 역의 크기를 용함으로써 선형의

과 추정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그러나 합한 에지 강도와 변환

역 크기를 설정하는 작업은 시행착오 기반의 많은 비 실험을 요구하

며 해당 라미터 값 한 탐지 개체 별로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이

로 인해 선형 추출 알고리즘의 객 성과 자동성이 하되는 문제가 있

다.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체를 포함하는 큰 크기의 상에서는 합한

에지 강도와 변환 역의 크기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이와 반 로

제안 기법은 탐지 개체와 인 한 에지의 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과

추정 선형이 다.따라서 기본 라미터 값으로 생성된 Canny에지

추출 결과를 직 이용할 수 있다.더불어 다양한 지형지물을 포함한 큰

크기의 상에도 일반 인 용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지정식 허 변환의 경우 선형의 락 오차가 제안 기법에 비해 크며

복 선형을 추출하는 문제가 있다.허 변환 라미터인 극 의 수를

감소시키거나 극 이웃 조건을 증가시켜 복 선형의 추출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그 결과 선형의 락 오차가 더욱 증가 하게 된다. 한 다양

한 크기와 형태를 갖는 개체들이 혼재해 있는 경우 복 선형 추출을 방

지하기 한 합한 극 의 수와 극 이웃 조건을 설정하기란 매우 어

렵다.허 변환 라미터를 조정하지 않고 선형 추출 이후 복 선형을

제거하기 해서는 교차하거나 이웃하는 선형을 추가 으로 탐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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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한 복 정도를 정량 으로 계산하고 임계값 이상의 복률을

갖는 선형을 제거해야 한다.해당 과정은 선형 추출 기법의 연산 비용을

더욱 증가하게 하는 문제 이 있다.반면 제안 기법은 복 선형이 매우

고 다 극 에 한 고려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연산 시간이 짧다

는 장 이 있다.즉,제안 기법은 조군 기법에 비해 정확도가 높고 연

산 시간이 짧다는 선형 추출 기법 자체의 장 이 있으며 과 추정 선형

과 복 선형이 어 추출된 선형의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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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학 위성영상 선형 추출 결과의 활용

3.1.개요

2장에서 제안된 정규격자 기반 허 선소 확장법은 연산 소요 시간이

고 추출 선형과 상의 일 일 응성이 높아 다양한 활용 연구에

용이 가능하다.특히 다른 선형 추출 기법이 고려하지 못하는 직교 선형

연결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건물 모서리를 효과 으로 묘사하는 장 이

있다.따라서 본 3장에서는 제안된 선형 추출 기법의 장 을 바탕으로

자동 건물 분류 연구를 수행하 다.이를 통해 기존의 무감독 감독

분류 연구들이 갖는 문제 을 해결하고자 한다.

무감독 건물 분류 연구들은 분 인자,공간 인자,텍스처 인자,그림

자 정보 등에 해 사 정의된 임계 규칙을 용하여 건물을 추출한다.

무감독 건물 분류 기법은 감독 분류 기법에 비해 분류 기 이 명료하고

연산 속도가 빠르며 훈련 자료 없이 자동으로 건물을 추출 한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다른 센서,시기,지역의 상에 용하기 해서는 임

계 규칙의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무감독 건물 분류 기법의 객 성과 범

용성을 하시킨다.반면 감독 건물 분류 연구들은 상에서 수집된 훈

련 자료를 직 이용하므로 상의 센서,시기,지역 차이에 상 으로

강건하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수동으로 추출

된 훈련 자료를 필요로 하며 이는 알고리즘의 자동성을 하시킨다.

한 수집된 훈련 자료에 따라 분류 결과 정확도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선형 추출 기법의 직교 역 생성 정보

를 바탕으로 건물 훈련 자료를 자동으로 취득하고 건물 분류에 이용하

다.이를 통해 무감독 건물 분류의 임계 규칙 설정 문제,감독 분류의 수

동으로 수집되는 훈련 자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제안 기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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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훈련 자료 추출 결과와 건물 분류 결과를 연속수치지도의 건물 이

어와 비교 평가하 다.이를 통해 직교 선형 정보를 이용한 훈련 자료의

자동 취득 가능성을 분석하고 건물 분류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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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연구 방법

3.2.1.고해상도 학 성 상을 이용한 자동 건물 분류

자동 건물 분류 연구는 제안된 정규격자 기반 허 선소 확장법의 선

형 추출 결과를 이용하므로 선형 추출 방법은 2.2 과 동일하다.공선 선

소의 연결 이후 선소 확장법을 통해 직교하는 선소를 탐색하며 이를 통

해 직교 역을 정의한다.고해상도 학 성 상을 이용한 자동 건물

분류 연구는,건물 모서리 역으로부터 기 훈련 화소를 추출하는 단

계, 락된 건물 훈련 화소를 추가 으로 탐지하는 단계,건물 분류를 수

행하고 형태학 필터링을 용하는 단계,정확도 평가 단계의 총 4단계

로 구성되며 세부 인 연구 흐름도는 [그림 3-1]과 같다.제안된 선형

추출 기법으로 부터 추출된 선형과 직교 역을 이용하여 건물 모서리

역을 생성한다.직교 선형은 건물 그림자,도로,나지와 같이 건물 이

외의 지역에서도 추출되기 때문에 기 건물 모서리 역의 이상

(outlier)을 제거하여 건물 훈련 화소를 추출한다. 한 이진 분류를 해

건물 훈련 화소와 분 특성이 상이한 화소를 선별하여 비건물 훈련 화

소로 추출한다.최종 으로 건물 모서리가 탐지 되지 않은 부분에서 건

물 훈련 화소를 추가 으로 탐지한 후 SVM(SupportVectorMachine)

건물 분류를 수행한다.제안 기법을 통해 추출된 건물 비건물 훈련화

소의 정확도와 건물 분류 결과의 정확도를 연속수치지도의 건물 이어

를 이용하여 평가하 다. 한 연속수치지도를 통해 건물 비건물 훈

련화소를 이상 (ideal)으로 취득하여 분류를 수행한 결과와 정확도를 비

교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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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고해상도 학 성 상의 자동 건물 분류 연구 흐름도

1)건물 모서리 역 추출 훈련 화소 추출

우선,제안된 정규격자 기반 허 선소 확장법을 통해 추출된 선형과

직교 역을 바탕으로 건물 모서리 역을 생성한다.직교하는 두 선형

의 교 과 선형별 끝 을 꼭짓 으로 하는 삼각형을 생성하고 이를 건물

의 모서리 역으로 정의한다.모서리 역은 주로 건물에서 생성되지만

기 모서리 역은 그림자와 도로 등에서도 생성되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비건물 모서리 역을 제거하기 하여 식 (3-1)과 같이 모서리

역의 평균 분 벡터(),평균 분 벡터와 모서리 역 내 화소들의

차분 벡터(),평균 분 벡터와 모서리 역 외 화소들의 차분 벡터

()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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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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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기서 는 모서리 역,는  번째 행  번째 열 화소의 분

벡터,는 모서리 역 내 화소의 평균 분 벡터이다.차분 벡터의 크

기 ∥∥ 값이 작은 하 50% 화소를 건물 훈련 화소로 추출하며,

∥∥ 값이 큰 상 50% 화소를 비건물 훈련 화소로 추출한다.즉,모

서리 역의 평균 분 값과 차이가 은 모서리 역 화소로부터 건물

훈련 화소를 추출하며,모서리 역의 평균 분 값과 차이가 큰 모서리

역 외 화소로부터 비건물 훈련 화소를 추출한다.이때, 상에서 건물

과 비건물의 분포 비율에 따라 비건물 훈련 화소에 건물 훈련 화소가 포

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건물 훈련 화소 ∥∥ 값의

최댓값을 임계값()으로 설정하여 임계값 보다 ∥∥ 값이 작은 화소는

비건물 훈련 화소에서 제외한다.차분 벡터()의 크기를 이용한 건물

비건물 훈련 화소 선택의 개념도는 [그림 3-2]와 같다.최종 으로 추출

된 건물과 비건물 훈련 화소의 10%를 임의 표집(random sampling)하여

훈련 자료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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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차분 벡터 크기를 이용한 건물 비건물 훈련 화소의

추출

2)건물 훈련 화소 추가

기 추출된 훈련 화소에는 건물과 분 으로 유사하지만 건물 모서

리 역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서는 훈련 화소가 추출되지 않는 문제

이 있다.이는 모서리 역 내에서만 건물 훈련 화소를 1차 으로 추출

하 기 때문이다.훈련 화소는 상 체에 걸쳐 고루 분포해야 되며 다

양한 종류의 건물을 포함해야 한다는 에서 건물 훈련화소의 추가 인

탐지가 필요하다.따라서 2.2.1 에서 제안된 정규격자 공간을 다시 생성

하여 격자별 훈련 화소의 존재 유무를 분석한다. 기 선소 추출에 사용

했던 정규격자 크기 값인 10화소를 이용하며 복도는 50%로 높여 조

하게 정규격자를 생성하고 훈련 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격자를 선별한다.

식 (3-2)와 같이 훈련 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격자에 포함되는 화소에

하여 차분 벡터()를 다시 계산하며 벡터의 크기(∥∥)가 임계값()

보다 작은 경우 건물 훈련 화소에 편입시킨다.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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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훈련 화소가 존재하지 않는 정규격자와 응되는 상

역이다.추가 으로 탐지된 건물 훈련 화소 역시 10%로 임의 표집하

여 기 건물 훈련 화소와 병합한다.

3)건물 분류 정확도 평가

건물 분류를 한 입력 상으로 정색 원 상과 다 분 상의

GS(Gram Schmidt)융합 상을 이용하 다.GS융합은 정색 상에

한 다 분 센서별 분 반응 함수를 이용하므로 균질한 지역에

해 주성분 분석 융합 기법보다 정확한 융합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Labenetal.,2000).최종 으로 추출된 건물과 비건물 훈련 화소를 이

용하여 융합 상의 건물 이진 분류를 수행한다.분류 기법으로는 SVM

을 이용하 으며 SVM 기법은 두 클래스로 구분되는 데이터들을 분류하

기 해 고안된 방법으로 분류 오류를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일반화 능

력을 극 화 하여 분류를 수행한다는 장 이 있다(Vapnik,1998).

SVM 기법은 두 개의 클래스로 구분되는 차원의 훈련 자료에 하여

최 의 평면(hyperplane)을 탐색한다.최 의 평면은 두 클래스 사이

에 치하며 각 클래스에서 평면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와의 거리를 최

화 할 수 있도록 결정된다.이때,클래스별로 평면에 가장 가까운 훈

련 자료를 서포트 벡터(supportvector)라고 하며 두 서포트 벡터 사이의

거리를 마진(margin)이라 정의한다.차원의 공간을 두 클래스로 나 는

결정 평면은 식 (3-3)으로 표 된다.

      ⋯   (3-3)

여기서 는 훈련 자료의 분 벡터,는 결정 평면의 법선 벡터,

는 오 셋을 의미하며 와 를 결정 평면을 정의하는 매개변수라 한

다.데이터 로부터 평면 까지의 거리()는 식 (3-4)와 같이 정의되



-105-

며 서포트 벡터 사이의 거리인 마진()은 식 (3-5)와 같다.

∥∥


(3-4)

∥∥




≅∥∥


(3-5)

여기서 과 은 각각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서포트 벡터를 의미

한다.두 서포트 벡터 사이의 거리를 2로 정규화 함으로써 평면과 서

포트 벡터 사이의 거리를 1로 정규화 할 수 있다.이를 통해 클래스 1의

 값은 1보다 같거나 크게 되며,클래스 2의  값은 –1보다 같거

나 작게 된다.식 (3-5)의 마진 값에 한 최 화 문제를 식 (3-6)과 같

이 ∥∥의 분 형태를 최소화 하는 문제로 변경하여 평면을 결정한

다.

 


∥∥


≥     i f ∈

 i f ∈

(3-6)

여기서 과 는 각각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훈련 화소 집합이며

본 연구에서는 건물과 비건물 클래스를 의미한다.화소 기반 분류의 특

성상 기 건물 분류 결과는 노이즈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류 결

과의 형태를 다듬기 하여 형태학 필터링을 용하 다(Vincent,

1994).3×3화소로 이루어진 구조체를 이용하여 열기(opening)연산을

수행하 으며 이 후 군집 화소의 크기가 50m2이하인 경우 건물 클래스

에서 제외하 다.최종 으로 건물 클래스 내 홀(hole)을 채워 건물 분류

결과를 개선하 다.

제안 기법의 정확도 평가는 추출된 훈련 자료에 한 1차 인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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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분류 결과에 한 최종 평가로 구성된다.[표 2-4]의 오차 행렬과

오차 행렬 요소를 바탕으로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며 참조 데이터로는 연

속수치지도의 건물 이어를 이용하 다.추출된 건물과 비건물 훈련 화

소를 건물 이어와 비교 평가하여 생산자 정확도,사용자 정확도,건물

과 비건물의  측정치 평가 지수를 계산한다.추출된 훈련 자료를 이용

한 건물 분류 결과 한 동일한 방법으로 정확도 평가를 수행한다.제안

기법의 비교 평가를 하여 연속수치지도의 건물 이어로부터 훈련 자

료를 이상 으로 수집하고 건물 분류를 수행한 경우와 정확도를 비교 평

가하 다.제안 기법과 동일하게 건물 이어 내부 화소의 차분 벡터를

통해 건물 훈련 화소를 추출하고 건물 이어 외부 화소의 차분 벡터를

통해 비건물 훈련 화소를 추출하여 건물 분류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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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실험 용 평가

3.3.1.고해상도 학 성 상을 이용한 자동 건물 분류

결과

1)건물 모서리 역 추출 훈련 화소 추출

자동 건물 분류 연구에 사용한 학 성 상은 2장의 실험 지역 1과

동일하다.실험 지역 1의 추출 선형과 직교 역을 이용하여 건물 모서

리 역을 생성한 결과가 [그림 3-3](a)와 같다. 부분의 모서리 역

이 건물에서 추출되지만 일부는 건물의 그림자,사각형 형태의 나지,도

로와 횡단보도의 경계에서도 모서리 역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서리 역 내 비건물 화소를 제거하기 하여 모서리 역의

평균 분 벡터에 한 차분 벡터를 계산하 다.이를 통해 모서리 역

내 건물 화소를 선별하고 임의 표집을 통해 건물 훈련 화소를 추출하

다.[그림 3-3](b)와 같이 기 추출된 건물 훈련 화소는 부분 건물에

치하며 건물이 아닌 모서리 역의 화소가 효과 으로 제거된다.그러

나 기 추출된 건물 훈련 화소는 모서리 역이 생성된 일부 건물에서

만 훈련 화소가 추출되는 문제가 있다.그리고 일부 건물 화소는 분

유사성으로 인해 그림자와 도로의 경계에서 오추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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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물 모서리 역 생성 결과

(b)건물 훈련 화소 (c)건물 비건물 훈련 화소

[그림 3-3]건물 모서리 역 훈련 화소 추출 결과

마찬가지로 모서리 역의 평균 분 벡터에 한 모서리 역 외 화

소의 차분 벡터를 계산하고 임의 표집을 수행하여 비건물 훈련 화소를

추출하 다.건물 모서리 역의 평균 분 벡터와 차이가 큰 화소를 비

건물 훈련 화소로 추출함으로써 [그림 3-3](c)와 같이 비건물 훈련 화

소를 효과 으로 추출할 수 있다.일부 비건물 화소는 건물의 평균 분

벡터와 차이가 큰 흰색 지붕의 건물에서 오추출 된다. 한 건물과 유사

한 분 값을 가지는 일부 도로에서는 비건물 훈련 화소가 추출되지 않는



-109-

것을 알 수 있다.

2)건물 훈련 화소 추가

건물 모서리 역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서 훈련 화소를 추가 으로

탐지하기 하여 정규격자를 생성하고 해당 격자 내 훈련 화소의 존재를

분석하 다.[그림 3-3](c)와 같이 기 훈련 화소 추출 결과는 모서리

역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서 건물과 비건물 훈련 화소가 모두 탐지

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따라서 훈련 화소가 존재하지 않는 정규격자를

탐색하고 해당 격자 내 화소에 하여 차분 벡터의 크기가 임계값 이하

인 화소를 추가 으로 탐지하 으며 그 결과가 [그림 3-4](a)와 같다.

기에 모서리 역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서도 훈련 화소가 추가 으

로 탐지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4](b)는 추가 으로 탐지된 정규격

자 내 화소를 임의 표집하여 기 추출된 건물 훈련 화소와 병합한 결과

이다. 기 훈련 화소 추출 결과와 비교하여 부분의 건물에서 훈련 화

소가 추출되었으며 건물 훈련 화소의 분포 한 상 체에 걸쳐 고루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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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추가 건물 훈련 화소 (b)최종 훈련 화소

[그림 3-4]건물 훈련 화소 추가 최종 훈련 화소

3)건물 분류 정확도 평가

최종 추출된 건물 비건물 훈련 화소를 연속수치지도와 비교 평가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건물과 비건물의 생산자 정확도()는 각각

74%,94%로 나타났으며,사용자 정확도()는 각각 89%,85%로 나타났

다. 체 화소 바르게 분류된 화소의 비율인 체 정확도()는 86%,

건물 클래스만을 고려한  측정치()는 81%,비건물 클래스만을 고려

한  측정치()는 89%이다.직교 선형 기반의 모서리 역 탐색을 통

해 80% 이상의 정확도로 건물 훈련 화소를 자동으로 추출하 으며 비건

물 훈련 화소 한 89%의 정확도로 자동 추출하 다.건물을 비건물 훈

련 화소로 추출하는 오류가 상 으로 크게 나타나며 이는 기 추출된

건물 모서리 역과 분 으로 이질 인 건물에서 비건물 훈련 화소가

추출되었기 때문이다.제안 기법은 모서리 역 내 평균 분 벡터를 이

용하여 건물 훈련 화소를 추정하므로,상 으로 수가 은 흰색 지붕

건물의 경우 모서리 역이 탐지 되었음에도 비건물 훈련 화소로 추출되

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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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
연속수치지도


건물 비건물

훈련 화소
건물 4,802 583 89.17%

비건물 1,673 9,218 84.64%

 74.16% 94.05%

 86.14%  80.98%  89.10%

[표 3-1]훈련 화소 정확도 평가

제안 기법의 건물 비건물 최종 훈련 화소를 이용하여 SVM 분류를

수행하 으며 연속수치지도의 건물 이어를 통해 직 훈련 자료를 취

득한 분류 결과와 비교 평가하 다.원 상과 비교를 해 건물 클래스

만을 시각화하 으며 분류 결과는 [그림 3-5]와 같다.

(a)제안 기법 분류 결과 (b)참조 데이터 기반 분류 결과

[그림 3-5]건물 분류 결과

제안 기법과 참조 데이터를 이용한 분류 결과는 체 으로 유사하지

만 제안 기법은 건물을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참조 데이터 기반



-112-

분류 결과는 건물을 과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이는 자동 추출된 훈련

화소가 건물을 비건물로 추정하는 오류가 상 으로 크기 때문이다.그

결과 [그림 3-6]과 같이 제안 기법은 건물의 락 오차가 상 으로 크

게 나타난다.반면 참조 데이터 기반 분류 결과는 건물의 포함오차가 상

으로 많다.두 분류 결과의 정확도는 [표 3-2],[표 3-3]과 같다.

제안 기법 분류 결과 참조 데이터 기반 분류 결과

[그림 3-6]건물 분류 결과의 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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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
연속수치지도


건물 비건물

분류 결과
건물 71,537 6,923 91.18%

비건물 32,637 138,903 80.97%

 68.67% 95.25%

 84.18%  78.34%  87.53%

[표 3-2]제안 기법 분류 결과의 정확도 평가

화소
연속수치지도


건물 비건물

분류 결과
건물 77,845 17,914 81.29%

비건물 26,329 127,912 82.93%

 74.73% 87.72%

 82.30%  77.87%  85.26%

[표 3-3]참조 데이터 기반 분류 결과의 정확도 평가

정확도 평가 결과 제안 기법의 체 정확도()는 84%,건물 클래스의

 측정치()는 78%,비건물 클래스의  측정치()는 88%로 나타났다.

참조 데이터 기반 분류 결과의 경우 체 정확도()는 82%,건물 클래

스의  측정치()는 78%,비건물 클래스의  측정치()는 85%로 나

타났다.제안 기법은 자동으로 훈련 화소를 추출하 음에도 참조 데이터

를 통해 훈련 화소를 수집하고 건물 분류를 수행한 결과와 유사한 정확

도를 보 다.참조 데이터 기반 분류의 경우 정확한 훈련 화소를 이용하

여 분류를 수행하지만 분 정보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게 된

다.두 기법 모두 건물의 락오차가 포함오차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제

안 기법은 참조 데이터 기반 분류 결과에 비해 건물의 락오차는 6%

더 높게 그리고 포함오차는 10% 더 낮게 나타났다. 락오차와 포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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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모두 고려한 평가 지수인 건물의  측정치()는 약 78%로 동일하

다.

제안 기법은 건물과 비건물 훈련 화소를 80% 이상의 정확도로 자동

취득할 뿐만 아니라 이상 으로 훈련 자료를 취득하여 분류를 수행한 결

과에 하는 분류 정확도를 보인다.자동 추출된 건물 훈련 자료는 건물

의 분 특성뿐만 아니라 건물의 형태학 특성이나 텍스처 정보 등을

추정하기 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건물 분류 기법에 확 용

가능 하다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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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학 성 상의 표 인 특징 요소 하나인 선형은 다양한 원격탐

사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표 인 선형 추출 방법인 허 변환

은 높은 연산 비용 문제,원격탐사 상에 한 용의 어려움,객 화된

라미터 설정의 어려움,추출된 선형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 이 존재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허 변환의 문제 을 개선

하여 학 성 상에서 선형 특징을 추출하는 정규격자 기반 허 선소

확장법을 제안하 다.더불어 제안된 선형 추출 기법의 장 을 활용한

건물 분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제안된 선형 추출 기법의 활용 가능성과

우수성을 검증하 다.이를 통해 본 논문은 학 성 상을 이용한 선

형 추출 알고리즘의 개발뿐만 아니라 활용 연구까지도 포 하고자 하

다.

학 성 상의 선형 추출을 해서,정규격자를 생성하고 정규격자

기반 허 변환을 통해 정규격자 별 주선형을 추출하 다.이를 통해

상 체 에지에서 락 없이 선형을 추출하 으며 극 의 수,극 의 임

계값,극 의 이웃 조건 등과 같은 허 변환 라미터 설정에 독립 인

객 선형 추출 기법을 제안하 다.뿐만 아니라 이웃하는 격자 선소

의 인 성과 방향성을 분석하여 공선 선형과 직교 선형을 연산 효율 으

로 탐지하고 연결하 다.정확도 평가 결과 제안 기법은 하향식 기법에

비해 6∼10%,그리고 지정식 기법에 비해 6∼19% 더 높은 체 정확도

()를 보 다.연산 소요 시간 한 하향식 기법에 비해 2.3∼2.9배 더

었으며 지정식 기법에 비해 1.3∼100배 이상 게 나타났다.

제안된 선형 추출 기법은 역 선형 추출을 해 일반 으로 이용되

는 허 변환을 개선하여 탐지 객체에 합한 지역 선형을 추출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탐색된 공선 역에 하여 허 선형을 추출함으

로써 탐지 객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역 선형이 추출되는 것을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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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동시에 에지의 노이즈나 락에 강건한 허 변환 기법의 장

을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격자 별 주선형간의 다양한 기하

학 조건을 고려하여 선형들을 그룹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 다

는 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제안된 선형 추출 기법은 선형의 과 추

정과 복 추정이 매우 고 상과 일 일 응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직교 선형의 추가 인 탐지가 가능하므로 향후 건물 탐지,도로 탐지,선

형 기반 상 정합,농경지 경계 탐지,농경지 필지 기반 분류 등 다양한

연구에 확 용이 가능하리라 기 된다.

제안된 선형 추출 기법의 한계 으로는 상 으로 낮은 생산자 정확

도를 들 수 있다.작은 크기의 정규격자로 상을 분할하여 기 선소를

추출하고 정규격자 공간에서 공선성을 분석하므로 에지에 공백이 있을

경우 연결 선형이 추출되지 않는 문제 이 있다.따라서 기 에지 추출

결과의 공백을 보완하기 한 방법이나 상 특성과 탐지 개체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크기의 정규격자를 생성하는 방법 등을 추가 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제안된 선형 추출 결과를 이용한 활용 연구로서,건물과 비건물 훈련

자료의 자동 추출 기법을 제안하고 건물 분류를 수행하 다.추출 선형

의 직교 특징을 이용하여 건물 모서리 역을 정의하 으며 이를 통해

건물과 비건물 훈련 화소를 자동으로 취득하 다. 한 건물 모서리

역이 탐지 되지 않은 건물의 훈련 화소를 추가 으로 탐지하여 훈련 자

료의 분포와 질을 개선하 다.정확도 평가 결과,제안 기법은 86%의 높

은 정확도()로 건물과 비건물 훈련 화소를 자동으로 추출하 다.건물

과 비건물의 분류 정확도() 한 참조 데이터를 통해 이상 으로 훈련

자료를 취득한 결과에 하는 84%의 정확도를 보 다.자동 추출된 건

물 훈련 자료는 건물의 분 특성뿐만 아니라 건물의 형태학 특성이나

텍스처 정보를 훈련하기 한 시드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건물 분류 기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제안된 자동 건물

분류 기법은 건물의 형태 인자에 한 임계값 설정과 그림자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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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이용하지 않고 건물 분류를 수행하는 장 이 있다.그러나 건물 모

서리 역 내 평균 분 벡터와의 유사도 기 을 상 특성에 따라 응

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원격탐사 연구의 궁극 인 목표는.특정 개체나 상을 탐지 하는 것

이다.이를 해서는 원격탐사 상의 특징 추출이 필요하며 원격탐사

상의 특징 요소는 ,선,면으로 구분된다. 데이터는 노이즈에 민

감하며 객체 자체의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 이 있다.그리고 면 데

이터는 군집 데이터를 생성하기 한 크기 기 ,분 유사도 기

에 매우 큰 향을 받는다는 한계 이 있다.반면,선형 정보는 데이

터보다 유의미한 객체 특징 정보를 제공하며 상 분할로 변되는 면

데이터 생성 기법에 비해 라미터 설정에 강건하다는 장 이 있다.이

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원격탐사 상의 특징을 추출하기 한 우수한

선형 추출 기법을 제안했다는 에서 그 가치가 있다.

향후 연구로서 상 기반 선형 추출 알고리즘과 비교 평가를 수행하고

응 인 정규격자 크기 설정에 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나아

가 제안 기법을 학 성 상 뿐만 아니라 센서 특성이 상이한

SAR(SyntheticApertureRadar) 상,3차원 LiDAR(LightDetection

AndRanging)포인트,항공사진,지상사진 등에도 용하여 우수성을

검증하고 보완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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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1.정규격자 기반 공선 선소의 연결

제안된 정규격자 기반 허 선소 확장법은 탐지된 공선 역 내 에지

를 이용하여 재귀 으로 허 선형 추출하고 공선 선소를 연결한다.재

귀 공선 선소 연결 기법 외에도 공선 역으로 탐지된 선소의 선형 피

을 수행하여 연결 선형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다.[그림 A.1-1]은 두

개의 선소만이 동일 공선 역으로 이블링된 가장 간단한 형태의 공선

선소 시이다.각각의 정규격자에 포함된 에지를 지나는 기 선소가

추출 되었을 때,선소간의 양 끝 최단 거리가  이하이고 두 선소가

이루는 각도가  이하일 때 동일 이블의 공선 역으로 탐지된다.공

선 선소 연결을 하여 공선 역 각각의 이블을 기 으로 공선 정규

격자들이 포함하는 선소를 , 좌표 평면에 나타낸다.이후 [그림

A.1-1]과 같이 선소들의 회귀선을 생성하고 공선 선소들의 최외곽 끝

을 회귀선에 수직 투 하여 선소들의 연결 선형을 추출한다(Yeom and

Kim,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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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1]선형 피 을 통한 공선 선소의 연결

공선 선소들의 끝 에 한 투 좌표는 투 과 후의 이 이루는

직선과 회귀선이 수직이라는 제한 조건 그리고 투 이 회귀선 에 놓

인다는 조건을 연립하여 다음 식 (A.1-1)과 같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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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회귀선에 한  번째 끝 의 투 좌표,와 는

 번째 끝 의 좌표,와 는 각각 와 의 평균값,과
은 회귀선

의 계수,은 공선 선소 끝 들의 총 수를 의미한다.투 된 들 최

외곽 두 을 새로운 선형의 양 끝 으로 결정하며 동일 공선 이블을

갖는 모든 격자의 선소들이 통합 선형으로 체 된다.선형 연결 과정은

모든 공선 역 이블에 하여 반복 으로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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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정규격자 기반 공선 선소의 연결 결과 비교

공선 선소를 연결하기 해 재귀 허 선형 추출을 용한 결과와

회귀선을 이용하여 선형 피 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하 다.공선 선소

연결 결과를 이용하여 직교 선소를 연결하므로 공선 선소 연결 기법에

따라 직교 연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그러나 [표 A.2-1]과 같이 공선

선소 연결 기법에 따른 직교 선소의 수,직교 이블의 수,직교 선소 수

비 직교 이블 수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즉,두

공선 선소 연결 기법 모두 유사한 수 의 직교 선소 탐색과 연결이 이루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속성 실험 지역 1 실험 지역 2 실험 지역 3

상 Worldview-2 KOMPSAT-2 RapidEye

주요 개체 건물 도로 농경지

재귀

허 선형

추출

직교 선소 수 377 358 257

직교

이블 수
129(34%) 134(37%) 98(38%)

선형 피

직교 선소 수 382 328 260

직교

이블 수
129(34%) 128(39%) 103(40%)

[표 A.2-1]공선 선소 연결 기법에 따른 직교 연결 결과

공선 선소 연결 기법만을 달리하여 최종 선형을 추출한 결과가 [그림

A.2-1]과 같다.실험 지역별 추출 선형은 체 으로 유사하며 [표

A.2-2]와 같이 체 선형의 수와 체 선형의 평균 길이에 한 근소한

차이가 존재한다. 기 선소 수에 한 추출 선형 수의 비율은 선형 피

방법이 1∼4% 더 게 나타났으며 선형의 평균길이는 약 1화소 더

길게 나타났다.선형 피 방법이 제안 기법의 재귀 허 선형 추출



-131-

기법에 비해 더 많은 공선 선소를 연결하는 장 이 있다.이는 선형 피

방법이 공선 선소를 일 으로 하나의 선형으로 연결하기 때문이다.

속성 실험 지역 1 실험 지역 2 실험 지역 3

상 Worldview-2 KOMPSAT-2 RapidEye

주요 개체 건물 도로 농경지

재귀

허 선형

추출

체 선형 수 1192(63%) 1833(57%) 1312(63%)

체 선형

평균 길이

(화소)

12.49 13.67 12.58

선형 피

체 선형 수 1139(60%) 1692(53%) 1274(62%)

체 선형

평균 길이

(화소)

13.31 14.84 12.95

[표 A.2-2]공선 선소 연결 기법에 따른 최종 선형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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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귀 허 선형 추출 선형 피

실

험

지

역

1

실

험

지

역

2

실

험

지

역

3

[그림 A.2-1]공선 선소 연결 기법별 최종 선형 추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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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림 A.2-2]와 같이 선형 피 기반의 선형 추출 결과는 공선

선소의 지나친 일반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실험 지역 1에서는,건물

지붕의 구조물이나 건물과 인 한 객체에서 추출된 선소가 나란한 경우

건물 경계를 가로지르거나 방향이 어 난 선형이 추출되는 문제가 있다.

공선 선소의 지나친 일반화 문제는 실험 지역 2,3과 같이 선형성이 강

한 도로와 농경지 경계에서 더욱 심각하다.공선 선소가 길게 이어져 동

일한 공선 역으로 탐지된 경우 피 된 연결 선형은 원 상의 에지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지나며 부정확한 방향의 선형이 추출되는 문제가

있다. 기 공선 선소들의 치와 차이가 큰 연결 선형이 잘못 추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잔차를 선형 연결의 임계 기 으로 이용할 수 있

다.그러나 이 경우 잔차가 큰 공선 역의 선소 연결이 수행되지 않으

므로 선소들이 끊어진 채로 남게 되는 문제 이 있다.

반면 재귀 허 선형 추출 기법은 에지가 존재하는 부분에서 선형을

추출하므로 선형의 치 정확도가 높다. 한 하나의 공선 역에서도

복수의 연결 선형을 추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어 공선 선소의 지나친

일반화 문제가 없고 추출 선형의 방향이 단일 선형 피 기법에 비해 더

정확하다.따라서 제안된 정규격자 기반 허 선소 확장법은 재귀 허

선형 추출을 통해 공선 선소 연결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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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지

역

1

실

험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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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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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례: 재귀 허 선형 추출 선형 피

[그림 A.2-2]공선 선소 연결 기법별 최종 선형 추출 결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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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neExtractionfrom Optical

SatelliteImagesUsingaRegular

Grid-basedHoughLineSegment

GrowingAlgorithm

Junho Yeom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Usingremotesensingtechniques,variousplatforms,suchassatellites,

airplanes,anddrones,candeterminethekindsandcharacteristicsof

objectsbasedontheirreflectiveandradiativeelectromagneticwaves.

Remotesensing techniquescontributetoincreasing thequantitative

andqualitativelevelofEarthobservationinformation.Manycountries

havelaunchedvariousEarth observation satellitesin recentyears,

andthespatialresolution ofthesensorson boardthesesatellites

continues to evolve.Increases in the spatialresolution ofoptical

satelliteimagesaffectimageprocessing techniques.Theability of

various feature-based image processing techniques to classif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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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ofcomplexobjectsinhighresolutionremotesensing

imageshasbeenstudied.

Linesareoneofthemajorfeaturesofanimage,andtheyhave

been widely used in various remote sensing studies forbuilding

extraction,road extraction,and image registration. The Hough

transform isarepresentativelineextractionalgorithm,whichdeals

betterthanotheralgorithmswithnoiseandedgeomissionsinthe

originalimage.However,theHoughtransform hasseverallimitations:

highcomputationcosts,applicationdifficultyinremotesensingimage,

difficulty in determining objectified parameters,and disconnection

betweenextractedlines.Inthisstudy,thelimitationsoftheHough

transform wereovercomeandlineextractionmethodwasdevisedto

extracttheobjectboundariesinopticalsatelliteimagesaccuratelyand

efficiently.Theresultsofthelineextractionwerethenappliedina

buildingclassificationstudy.

Inthelineextractionstudyofopticalsatelliteimages,thedominant

linesineachregulargridwereextracted.Theinitialextractedlines

werethenconnectedusingabottom-upapproach,whichfacilitatedan

objectiveandindependentdeterminationofvariousHoughparameters,

suchasthepeaknumber,peakthresholdvalue,andpeakneighboring

condition.Inaddition,collinearandorthogonallineswereefficiently

searchedandconnectedusing theproposedregulargrid-basedline

segmentgrowing algorithm.Theproposed method wasapplied to

opticalsatelliteimagesproducedbyWorldview-2,KOMPSAT-2,and

RapidEye.Theimageshaddifferentspatialresolutionsandcontained

differentdominantobjects,suchasbuildings,roads,andagricultural

lands.Thelineextractionresultswerecomparedwithtop-downand

designation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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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accuracyoftheproposedmethodwas6–19% higherthanthat

ofthecomparison group,andthecomputation speedwas1.3–2.9

timesfaster.Theone-to-onecorrespondencebetweentheextracted

linesandtheimagewasespeciallyhighusingtheproposedmethod

because it hardly overestimated and duplicated lines.The high

one-to-onecorrespondenceishelpfulfortheapplicationoftheline

extractionresults.Trainingdatawereautomaticallyacquiredbasedon

thegeometriccharacteristicsofthebuildingsandtheextractedlines,

and automatic building classification was then conducted. The

proposed method automatically extracted building and nonbuilding

training data, with 86% accuracy. In addition, the building

classification result showed 84% accuracy as high as ideal

classificationresultthatusestrainingdatainthereference.

Thisproposedmethodtoextractlinesinopticalsatelliteimages

wasaccurateandcomputationallyefficient.Inaddition,theproposed

method showed application superiority as demonstrated by its

applicationtobuildingclassification.Theproposedmethodperformed

particularlywellintermsofdetectinglocallinesoftargets,thereby

improvingtheHoughtransform globallineextractionalgorithm.The

proposedmethodcouldbeextendedinremotesensingstudies,with

potentialapplications including building detection,road detection,

agriculturalboundaryextraction,buildingclassification,andline-based

imageregistration.

keywords:regulargrid,linesegmentgrowing,Hough transform,

line extraction,building classification,opticalsatellit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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