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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영상에 포함된 객체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연구로서, 말레이시아 산림에서 드론으로 항공 촬영된 산림 

영상사진을 이용하여 실제로 산림 속에 존재하는 나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회색조 영상특

징 추출방법으로는 LBP 방식과 GLCM 방식, Gabor 필터 방식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으로 촬

영된 영상이므로 나뭇잎 질감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질감 자체보다는 표본으로 채취한 샘플들에 대한 통계적 특

성을 이용한 객체 추출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샘플 영상을 생성하고, 생성된 샘플영상과 원 영상간의 상

호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객체를 검출한다. 각 샘플영상들에 대한 평균치 및 표준편차는 객체 샘플을 분간하고, 판단

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RGB 모델과 HSV 모델의 각 신호성분들을 분석하여 객체판단에 유

용한 샘플 영상에 대한 통계값을 이용함으로서 객체 추출 확률을 높일 수 있다.

ABSTRACT 

As the study of the object feature detection from image, we explain methods to identify the species of the tree in 
forest using the picture taken from dron. Generally there are three kinds of methods, which are GLCM (Gray Level 
Co-occurrence Matrix) and Gabor filters, in order to extract the object features. We proposed the object extraction method 
using the statistical properties of trees in this research because of the similarity of the leaves. After we extract the sample 
images from the original images, we detect the objects using cross correlation techniques between the original image and 
sample images. Through this experiment, we realized the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sample images is very 
important factor to identify the object. The analysis of the color component of the RGB model and HSV model is also 
used to identify the object.

키워드 : 평균치, 표준편차, 상호상관, RGB, H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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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의료분야, 군사, 상업, 교육 및 웹 이미지 분류 

및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에 따른 이미지 

검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영

상에 대한 저장과 검색을 효율화하기 위한 내용기반의 

영상검색(content-based image retrieval) 방법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영상 검색에 대한 낮은 

정확도에 의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같이 영

상을 저장하거나 검색하기 위해서는 영상에 포함된 주

요한 객체에 대한 특징을 이용한다.
영상에서의 특성객체를 추출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

한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객체

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색상(color), 모양(shape), 질감

(texture) 특성을 주로 이용한다.
색상정보를 이용하여 객체를 추출하기 위한 연구로

는 컬러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연구, 누적히스토그램과 

확률밀도함수를 이용한 연구 등이 있다. 
모양정보를 이용하여 객체를 추출하기 위한 연구는 

영상내의 객체의 윤곽선을 벡터화하고, 이를 영상데이

터의 특징값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벡터

화된 영상 데이터의 특징값들은 각 객체의 모양을 형성

하는 에지간의 거리, 방향, 그리고 각도 등을 평가하여 

데이터간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객체를 식별한다. 웨이

블릿을 근거한 모양 특징정보추출방법, 그리고 각종 패

턴인식방법에 근거하여 시도한 연구 등이 있다.
질감정보를 이용하여 객체를 추출하기 위한 연구는 

주로 물체의 표면정보, 물체의 겉 표면의 특징을 이용하

며, 통계적 방법, 구조적 방법, 주파수스펙트럼분석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통계적인 방법으로는 공간적 명암

도 의존성 관계를 고려한 자체상관함수, 역률밀도함수 

등을 이용한 분석이 있으며, 구조적 방법으로는 수학적 

형태학 등을 이용한 영상 프리미티브의 배열분석 등이 

있다. 주파수 스펙트럼에 의한 방법은 퓨리에 변환영역

에서의 특징값을 이용한다. 컬러 영상정보에 대하여 색

상정보 분서과 함께, co-occurrence 매트릭스를 이용한 

영상의 통계적 질감 분석 방법[1]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와 GPS 장비가 장착된 드론에 

의해 촬영된 산림 영상에 대하여, 질감정보와 색상정보

를 이용하여 나무 객체를 보다 정확하게 추출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술된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 일반적인 객체 추출 방법을 논한다. 2장 관련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질감정보를 이

용한 객체 추출 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3장에서는 실험

에 사용되었던 객체추론 접근 플로우를 통하여 실험방

법 및 내용을 보인다. 4장에서는 이에 대한 결론으로 마

무리한다.

Ⅱ. 관련 연구

2.1. 질감정보를 이용한 객체 추출 

질감정보를 이용한 객체추출 기법으로는 크게 LBP 
방식과 GLCM 방식과 웨이블릿을 이용한 Garbor 방식

[2] 등이 있다.
LBP(Local Binary Pattern) 방식은 영상에서의 각 화

소에 대해 중앙 화소의 값과 그에 이웃하는 화소의 임계

치에 의해 이진코드를 생성한다. 그림 1(a) 은 원래의 영

상이다. 이를 중간값 6을 기준으로 6보다 같거나 크면 

“1”로 적으면 “0”으로 표기한다 (그림 1(b). 그림 1(c)와 

같은 가중치를 가진 필터를 이용하여, 그림1(b)와 곱하

면 그림1(d)와 같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림1(d)의 이웃

들의 합(169)이 중앙에 위치하게 된다. LBP는 발생하는 

각 결과값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특성벡터를 찾는 

방법을 제공한다 [3].

Fig. 1 Two-level version(LBP) of the texture units

LBP의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변형된 형

태가 제안되었다. 다해상(Multi resolution) LBP, 균일 

(Uniform) LBP, 회전불변(Rotation invariant) LBP 등이 

있다.
GLCM(Gray-Level Coocurence Model) 기법은 현재 

화소와 이웃 화소 간의 밝기값의 관계를 계산하고 커널

내의 중심화소에 새로운 밝기 값으로 할당하는 방식으

로 입력 영상의 부분적인 질감 특징을 표현하는 기법이

다. 먼저 밝기 등급을 2,4,8, 16 등급으로 조정하는 양자

화 과정을 거친다. 양자화를 통해 생성된 영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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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행렬을 생성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객체의 질감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

하여 객체를 판별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질감의 형

태를 결정하기 위한 방향벡터는 그림 2와 같이 수평/수
직방향의 방향성분(a)과 대각방향의 성분(b)으로 구분

하여 질감의 형태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4,5,6]

Fig. 2 horizon/vertical and diagonal direction

또한 재질영상의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Homogeneity, 
Contrast, Angular second moment, Dissimilarity, Entropy, 
Energy 와 같은 6 가지 통계 값을 사용한다. [7,8,9]

본 연구에서는 산림에서의 나무의 이름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로서, 나무 재질간의 질감 형태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인접한 화소간의 관계보다는 전반적인 형상을 

위주로 객체를 판단하기 위하여, 샘플을 추출하고, 원 

영상에서 객체를 추출하기 위하여 샘플의 크기를 조정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즉, 샘플 객체의 평균치와 분

산 등의 통계적 특성분석을 이용하여 독자적인 방법으

로 객체추출 실험을 실시하였다.

Ⅲ. 객체 추론 접근 플로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

3.1. 샘플 추출

수풀에서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은 3078X5472 크기

의 R,G.B 영상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영상의 크기가 

너무 크므로 처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

편화된 일부 영상을 처리한다. 단편화된 영상은 1000X 
1500 크기의 R,G,B 영상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단편영상에서 3개의 나무의 재질을 추출하였

다. 이를 샘플영상이라 부른다.
그림 3에서 영상에서 나무 객체를 파악하기 위한 수

단으로 색깔, 모양, 재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색깔

은 옅은 녹색, 녹색, 짙은 녹색으로 구성되어 객체를 추

출하기 상당히 어렵다. 모양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명확

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선을 추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

니다. 마지막으로 재질을 이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그림 3에서 원 영상과 단편화된 영상, 그리고 영상에

서 추출된 샘플 영상 1, 2, 3를 보인다.

Fig. 3 original, fragment and sample images

본 연구에서 원래의 영상은 사용하지 않고 단편 영상

(fragment)과 샘플(sample) 영상을 이용하여 특성을 분

석하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편 영상을 원 영상이라 부

른다.

3.2. 전처리 단계

RGB 영상은 자체적으로 영상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

요되기 때문에 먼저 RGB 영상을 회색조 영상으로 변환

시킨다.
그림4는 전 처리된 샘플 영상을 보인다. 첫 번째 라인

은 RGB 형식으로 표현된 샘플 영상, 두 번째는 회색조

로 변환된 샘플 영상, 세 번째는 회백조로 변환된 샘플 

영상에서 평균치를 뺀 영상으로 이는 흑백영상과 유사

하다.

Fig. 4 Sample images (RGB, Graylevel,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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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영상에는 도로 혹은 배경과 같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함께 분석하면 다음 절에서 실시되

는 상호상관함수 결과에 오류를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원영상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평균치를 기

준으로 하여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제

거하였다. 기타 잡음제거용으로 평균 필터(average filter)
도 1회 적용하였다. 

3.3. 히스토그램 및 통계치 계산

다음은 각 원 영상과 샘플 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다.

Fig. 5 Histograms of original and samples.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원 영상과 샘플 영상의 평균

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아래 표 1은 원영상과 샘플 영상간의 표준편차값을 

보인다.

original sample 1 sample 2 sample 3

Mean 126 180 159 150

S.D 50.3 37 43.7 38

Table. 1 Mean Value and Standard Deviation (S.D).

원래 영상은 126을 평균으로 히스토그램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샘플 영상은 샘플 1은 180에서 샘

플 2는 159과 150으로 매우 가깝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샘플 2와 샘플 3가 잠정적으로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상호상관을 이용한 분석

다음은 잡음과 관심영역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상호

상관함수를 적용하였다. 상호상관함수는 2개의 객체간

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디지털 신호인 와 간의 1차원 상호상관함

수 는 아래와 같다. 

  
 



  

이를 2차원 디지털 영상에 적용하면

  
 




 





  ∙ 

상관함수의 최대값을 이용하여 원래영상과 샘플 영

상이 일치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

3.4.1. 원영상과 샘플영상의 동일 비율 축소/확대

먼저 동일한 GPS 지점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드론 

카메라에서의 높이가 변화될 때의 촬영된 영상을 비교

하기 위하여, 원 영상과 샘플 영상을 동일비율로 축소/
확대한 경우에는 100% 탐지율을 보였다. 

sample 1 sample 2 sample 3

O O O
10 % O O O
20 % O O O

30 % O O O

Table. 2 Same rate changes from same GPS points

Fig. 6 Detection result of 30% reduction

그림 6는 원영상과 샘플영상을 30% 축소시의 영상검

출 결과이며, 표 2는 각 경우에 대한 검출확률을 나타낸

다. 동일 GPS 지점에서 드론의 고도 위치가 명확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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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는 경우에 적용가능하다. 그림에서 다이아몬드로 표

시된 부분은 상호상관에 의해 검출된 지점을 의미한다.

3.4.2. 원 영상만의 동일 비율 축소/확대

3.4.1.의 경우와 비슷한 경우이지만 동일한 GPS 지점

으로 가정하고, 드론 카메라에서의 높이와 무관한 경우

를 조사하기 위하여, 샘플 영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원
영상만을 축소/확대한 경우에는 다음 표 3과 같다. 

sample 1 sample 2 sample 3

10 % O O O

20 % O X O

30 % O X X

Table. 3 Only original image rate change

Fig. 7 Detection result of 30% reduction

그림 7은 샘플영상은 그대로 두고, 원 영상만을 30% 
축소한 경우의 검출결과이다. 표 3과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샘플 1의 경우에는 축소비율과 관계없이 검출되

지만, 샘플 2와 3의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샘플 1의 평균치와 분포는 다른 집단과 분리될 수 있지

만, 샘플 2와 샘플 3의 평균치는 유사하므로 판단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3.4.3. 색상성분 분석을 통한 실습 방법 조정

지금까지 실험은 회색조 영상을 이용하여 이루어졌

다. 그러나 RGB 모델, HSV 모델, 디지털 TV에서 사용

되는 YCbCr 영상 등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회색조 영

상, RGB 모델과 HSV 모델의 각 영상 성분에 의해 샘플

들의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sample 1 sample 2 sample 3

     

Gray 180 37 159 43.7 150 38

RGB

R 164 39.8 133 46.4 139 40

G 185 39.2 165 47.6 169 40.3

B 170 38.4 169 41,8 101 37.3

HSV

H 0.37 0.05 0.29 0.05 0.24 0.02

S 0.13 0.05 0.27 0.09 0.42 0.12

V 0.73 0.16 0.65 0.19 0.67 0.15

Table. 4 the statistical data of the sample images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다른 색상성분에 비해 HSV의 

S 성분은 샘플 1,2,3의 평균치가 0.13, 0.27, 0.42 로 적절

히 분포되고, 표준편차도 적절함을 알 수 있다.
HSV의 S 성분은 백색광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

로서 S(saturation)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HSV-S 성분을 가지고 (2)번 원영상만을 축

소/확대하는 부분을 재 실험하였다. 드론 카메라에서의 

높이와 무관한 경우를 조사하기 위하여, 샘플 영상은 그

대로 유지하고, 원영상만을 축소/확대한 경우를 HSV의 

S 성분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sample 1 sample 2 sample 3

10 % O O O

20 % O O O

30 % O O O

40 % O X O

Table. 5 Only original image rate change 

3.4.4. 임계치 조정을 통한 확률 분석

마지막으로 HSV-S 성분을 이용하였을 때, 표에서 

40% 위치에서 잘못 판단할 확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검

출을 위한 임계치를 조정하였다. 지금까지는 상호상관

함수 계산에 의해 최대치를 기준으로 샘플 검출 여부만

을 확인하였으나, 임계치값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설

정하고, 검출확률을 분석하였다.

sample 1 sample 2 sample 3

probability 100% 75% 78.6%

Table. 6 Detection probability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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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서 샘플 1의 경우에는 100% 확률로 검출되었

으며, 샘플 2의 경우에는 75%, 샘플 3의 경우에는 78.6%
의 정확도로 검출되었다. 표 6에서 샘플 3의 경우 78.6%
는 실제 위치를 가리키지만, 나머지 21.4%는 다른 위치

로 검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표 5에서 40% 축소, 확대의 경우, 상관함수의 최대값

으로는 샘플 3이 검출되었지만 임계치를 설정하고 테스

트한 경우에는 일부가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말레이시아와의 연계 프로젝트의 일환으

로 실시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정글의 수풀을 드론으로 

촬영된 사진을 사용하여 영상처리를 실시하였다.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수목의 종류를 분

석하여, 벌목정책 및 식목정책에 응용할 목적으로 사용

된다. 이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의 각종 

측량정보와 보조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드론이나 인

공위성으로 촬영된 영상에 대한 객체를 추출하기 위한 

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RGB, HSV 모델에서 색

상성분마다 샘플의 평균치와 표준편차 정보가 달리 나

타나기 때문에 이들을 분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객체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3개의 샘플에 대한 HSV-S 성분이 다른 

색상 성분에 비해 평균치와 표준편차값이 타 객체 성분

에 비해 독립적이므로, 객체 추출에 유용한 정보로 적용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추출하여야할 객체가 

많아지거나 이들의 평균치와 분산정보가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보완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날씨, 계절, 시간 등에 의해 영상은 변화되기 때문에 이

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보완되어야 할 필

요도 있다.
실제적으로 객체추출을 위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

로 진행되고 있으나, 산림분야에서의 수목 판단 분야는 

정확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내용기반의 영상정보 데이

터베이스 구축 분야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적용 하

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색상과 재질을 이용하여 정글에서

의 수목을 분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향후 객체의 모양, 윤곽선등에 대한 보완자료를 통하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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