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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위성영상을 활용한 토지피복 분류 항목별 딥러닝 최적화 연구

이성혁1)·이명진 2)†

A Study on Deep Learning Optimization 
by Land Cover Classification Item Using Satellite Imagery

Seong-Hyeok Lee1)·Moung-jin Lee 2)†

Abstract: This study is a study on classifying land cover by applying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s
to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algorithms for each spatial object. For this,
the Fully Convolutional Network-based algorithm was selected, and a dataset was constructed using
Kompasat-3 satellite images, land cover maps, and forest maps. By applying the constructed data set to
the algorithm, each optimal hyperparameter was calculated. Final classification was performed after
hyperparameter optimization, and the overall accuracy of DeeplabV3+ was calculated the highest at
81.7%. However, when looking at the accuracy of each category, SegNet showed the best performance
in roads and buildings, and U-Net showed the highest accuracy in hardwood trees and discussion items.
In the case of Deeplab V3+, it performed better than the other two models in fields, facility cultivation,
and grassland. Through the results, the limitations of applying one algorithm for land cover classification
were confirmed, and if an appropriate algorithm for each spatial object is appli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high quality land cover classification results can be produced.
Key Words: Land cover, Classification, Deep learning, Kompsat, Semantic segmentation

요약: 본연구는고해상도위성영상을딥러닝알고리즘에적용하여토지피복을분류하고공간객체별알고리즘
의성능검증에대한연구이다. 이를 Fully Convolutional Network계열의알고리즘을선정하였으며, Kompasat-3위
성영상, 토지피복지도및임상도를활용하여데이터셋을구축하였다. 구축된데이터셋을알고리즘에적용하
여각각최적하이퍼파라미터를산출하였다. 하이퍼파라미터최적화이후최종분류를시행하였으며, 전체정
확도는DeeplabV3+가 81.7%로가장높게산정되었다. 그러나분류항목별로정확도를살펴보면, 도로및건물
에서 SegNet이가장우수한성능을나타내었으며, 활엽수, 논의항목에서 U-Net이가장높은정확도를보였다.
DeeplabV3+의경우밭과시설재배지, 초지등에서다른두모델보다우수한성능을나타내었다. 결과를통해
토지피복분류를위해하나의알고리즘적용에대한한계점을확인하였으며, 향후공간객체별로적합한알고
리즘을적용한다면, 높은품질의토지피복분류결과를산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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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위성영상을활용한토지피복분류는원격탐사의발

전과함께지속적으로진행된분야이다(Ma et al., 2017).

특히, 2000년대초반감독및무감독분류에 2010년이후,

기계학습및딥러닝을적용하는방향으로발전하였다.

토지피복분류는이러한분류기술의발전이가장활발

히적용되는대표적분야이다(Giles Foody, 2002; Zhang

et al., 2015). 기존의 위성영상을 활용한 토지피복 분류

기술의발전의선행조건은위성영상전체또는특정지

역을연구지역으로선정하고, 선택된지역의영상전체

를 분류 항목을 선정하여 전체를 분류하는 것이다. 즉,

토지피복분류항목을선정하고연구지역위성영상전

체에서이를분류하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연구의대

표 분류 방법이 무감독분류 기법, maximum likelihood

classification (MLC)등과 감독분류, 머신러닝 및 딥러닝

에일괄적으로적용되었다(Zhang et al., 2018). 머신러닝

을활용한토지피복분류결과는대부분높은정확도를

산출하였으며 분류항목들의 정확도는 모델별로 상이

하게나타났다(Rodriguez-Galiano et al., 2012). 또한위성

영상의경우밴드에따라서높은정확도를나타내는모

델이차이가났다(Rana and Suryanarayana, 2020). 그러나

머신러닝은원본형식의데이터처리및분류항목특징

추출단계에서필수적인높은수준의전문가지식등한

계점이존재하였으며, 이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딥러

닝 알고리즘이 등장하였다. (LeCun et al., 2015). 딥러닝

에 위성영상을 적용하여 토지피복을 분류하는 알고리

즘의 대표적 사례는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

을 이용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였다(Kussul et al., 2017;

Gaetano et al., 2018; Chen et al., 2019; Bhosle et al., 2019).

최근딥러닝알고리즘은이미지에서다양한객체를

동시에 분할하고 분류하는 기능을 가진 CNN기반의

Semantic segmentation알고리즘이등장하고있다. Semantic

segmentation은감시, 의료, 자율주행과같은여러물체

및영상인식에서활용중이다(Anderson, 2017). Semantic

segmentation의 대표적인 모델은 Fully convolutional

network (FCN)으로 CNN네트워크에영상복원을진행

하는 upsampling이결합된형태이다(Long et al., 2015).

다양한인공지능알고리즘이개발됨에따라높은정

확도를산출하는최신알고리즘들이등장중이지만, 항

목별 성능을 살펴보면, 항목에 따라 성능이 차이가 나

타났다. 대부분머신러닝에비해딥러닝이높은성능을

나타내지만, 해안가 등 일부 항목에 따라 머신러닝 알

고리즘이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Kemker et al., 2018). FCN계열의알고리즘을토지피복에

적용한연구에서 Patch-Based CNN (PB) (Paisitkriangkrai

et al., 2015), FCN, 그리고 FCN과 Support vector machine

(SVM) 앙상블모델의분류정확도는 PB는다른모델에

비해 낮은 정확도를 나타내었지만, FCN은 건물 및 도

로에서, FCN앙상블모델은자동차, low vegetation에서

높은정확도를나타내었다(Kampffmeyer et al., 2016). 연

구에서제시한새로운알고리즘이 FCN모델보다높은

정확도를나타내었지만, 항목별로기존 FCN이높은연

구 혹은 최근 발표된 모델보다 일부 항목에서 FCN이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 연구 또한 존재하였다(Zhang et

al., 2017; Arief et al., 2018). Semantic segmentation모델중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SegNet과 U-Net의 결과를 비

교해보면 해안가의 경우 U-Net이 높은 정확도를 나타

냈지만, 건물 및 적은 식생 지역의 경우 SegNet이 높은

성능을나타내었다(Papadomanolaki et al., 2019). 다른연

구의경우에도모델별로가장높은정확도를나타내는

항목에 차이가 존재하였다(Volfi and Vittorio Ferrari,

2015; Zhang et al., 2019).

본연구의목적은고해상도위성영상및딥러닝기법

을 활용하여 토지피복을 분류하고 공간객체별 최적화

를평가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 문헌고

찰을통해토지피복항목에적용가능하며, 분류정확도

가 높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선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딥러닝 알고리즘을 고해상도 위성영상 데이터셋에 적

용하여모델최적화를실시하였다. 최소학습으로최적

화할수있는하이퍼파라미터를산정하였다. 셋째, 최적

화된딥러닝알고리즘을활용하여토지피복항목에대

한분류를시행하였다. 분류정확도평가및항목별정

확도를산출하여, 선정된알고리즘이최고성능을내는

항목을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별좋은성능

을내는토지피복항목또는낮은정확도를나타내는토

지피복항목에대한평가를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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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분류 방법

딥러닝 알고리즘의 구분과 발전은 컴퓨터 비전의

영상 인식 및 구분과 괘를 같이한다(Akhtar and Mian,

2018). 컴퓨터 비전에서의 영상 인식은 4가지로 구분

되며, 분류(Classification). 객체검출(Object Detection), 의

미론적분할(Semantic Segmentation), 객체분할(Instance

Segmentation)이다. 객체검출을 위한 알고리즘 중 가장

보편적인알고리즘은 Yolo계열이며, 객체의특징을바

탕으로 “다름”을구분하기때문에상대적적용과활용

이 용이하다(Mao et al., 2019). 그러나 구체적 형상을 분

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상 객체의 형태와 공간적

위치를각각구분하기위한딥러닝알고리즘중대표적

사례가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계열이다

(Voulodimos et al., 2018). 객체분할은어려운작업중하

나이며, 대표적인 모델로는 Mask-RCNN이 있다(Liu et

al., 2018). 그러나 동일한 객체별로 묶는 토지피복 분류

에는적합하지않다. 의미론적분할의대표적인모델은

FCN이며, FCN등장이후의미론적분할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한것으로다양한 Semantic segmentation모

델들은등장하고있다(Cao and Qiu, 2018).

2) SegNet

FCN계열의모델들중 SegNet은자율주행과관련된

구조들을의미론적분할을하기위해설계된알고리즘

위성영상을 활용한 토지피복 분류 항목별 딥러닝 최적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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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gNet Architecture in introduced by Badrinarayanan et al., 2015.

Fig. 1.  Comparison of semantic segmentation, classification and localization, object detection and instance
segmentation (Li et al., 2017; Rieder and Verbee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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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학습의 효율성 및 정확도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

내고 있다(Badrinarayanan et al., 2017; Garcia-Garcia et al.,

2017). SegNet모델의 아키텍쳐는 인코더 및 디코더 프

로세스로구성된다. 인코더프로세스에서압축및특징

추출단계가진행되며, 디코더프로세스에서영상복원

을진행한다. SegNet은기존 Pooling layer를디코더프로

세스에 활용함으로써 공간정보 소실의 문제점을 해결

하였다(Badrinarayanan et al., 2017).

SegNet을토지피복에적용한연구를살펴보면, FCN

또는FCN계열의유명한알고리즘인U-Net (Ronneberger

et al., 2015)보다농지와같은식생에서낮은성능이나타

났다(Han et al., 2020; Li et al., 2020). SegNet과 U-net을비

교한 다른 연구는 주거지역과 건물, 과수원, 발굴된 땅

에서 U-net에 비해 높은 성능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

다(Ning et al., 2020). 특히 SegNet이분류해낸항목을살

펴보면, 나무와같은식생항목에비해도로, 건물, 자동

차와 같은 항목들의 정확도가 높게 산정되며, 특히 건

물항목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Audebert et al.,

2018; Lee et al., 2020; Kendall et al., 2016).

3) U-Net

U-net은 Ronneberger et al. (2015)가 제안한 모델로 적

은 수의 의료 이미지 Segmentation에서 주로 적용되었

으며, 모델의구조가알파벳 U와유사한구조를가지고

있다(Liu et al., 2019). 모델의 Architecture를살펴보면크

게 왼쪽은 contracting path, 오른쪽은 expansive path로

나뉜다. contracting path단계에서는 NxNxC크기의 C

채널을 갖는 이미지 패치를 입력 레이어로 사용한다.

각 단계별로 Convolution layer, ReLU활성함수 및 Max

pooling을 이용한 sub-sampling을 시행한다. Expansive

path단계에서 U-net은두가지특징이나타난다. 첫번째

는 skip connection사용하여 contracting path단계에서

사용된 원시정보를 가져오는 copy and crop과정이다

(Stoian et al., 2019). 두번째는 영상복원 단계에서 Fully

connected layer없이 convolution layer만존재한다. network

에서는 input image를미러링하여패치의경계값을예측

한다(Soni et al., 2019). U-net의경우기존의 sliding window

가 아닌 patch단위로 input data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네트워크가가진느린속도를개선했다. Copy and crop

을 이용한 concat을 통해 이미지의 context를 정확하게

포착하며, FCN이 가지고 있는 localization문제를 해결

하였다(Ronneberger et al., 2015).

4) DeepLabV3+

DeeplabV3+ 모델은인코딩과디코딩구조로나뉜다

(Peng et al., 2020). 먼저인코더과정에서특징추출및압

축이진행되며, DeeplabV3+는 convolution중간에공간

을 비워두는 Atrous convolution을 사용하여 특징 추출

을 진행하였다. Atrous convolution은 pooling과정에서

상세한정보의유실및특징의추상화를방지함으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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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성능을높일수있다. 또한 pooling과정에서 spatial

pyramid pooling을적용하여다양한크기의정보를담을

수있게구성하였다(Chen et al., 2018). 특징추출완료후,

디코더과정에서원본이미지와동일한해상도로영상

이 복원되며, 최종 결과를 예측한다. 디코더 과정은 U-

net과유사하게 concat을적용하여영상을복원하는방

법을사용한다(Peng et al., 2020).

5) 연구지역

본연구의평가대상지역은경상북도봉화군일대로

연구지역선정을위해산림청임상도및환경부토지피

복지도를기본자료로사용하였다. 경상북도는산림면

적이 19,031 km2으로 넓은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산림 벌채로 인한 피복의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이다(산

림청, 2019). 본연구지역은대부분산림지역을이루고

있어 모델의 토지피복 분류 시,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

을 차지하게 되는 도로 및 건물 등의 항목이 높은 성능

을나타내는가에대한평가를실행하기에적합한지역

으로판단된다.

6) 데이터셋 구축

정밀한딥러닝데이터셋구축은분류항목의정확한

분류를보장하기위해필수적이다. 본연구에서사용된

고해상도영상은Kompasat-3 위성영상으로 Pancr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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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udy area of in this study.

Fig. 4.  DeeplabV3+ architecture in introduced by Pe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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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 blue, green, red, near infrared (NIR)의 5개 밴드

로구성된다. 영상은 2015년, 2016년그리고 2018년 7월

18일, 9월 8일, 10월 30일, 11월 20일자료를사용하였다.

전처리 과정으로는 Kompasat-3 영상은 정사보정 및

COST model (Chaves, 1996)을 통하여 대기보정을 시행

하였으며, 고해상도의다중분광영상을사용하기위하

여고해상도 PAN영상을상대적으로낮은다중분광영

상에적용하는 Pan-sharpening을활용하였다(Zhang and

Mishra, 2012). 결과적으로 4개 밴드의 0.7 m해상도 다

중분광영상을본연구에활용하였다.

전처리과정 이후, Semantic segmentation모델에 적용

하기위한딥러닝데이터셋을구축하였다. 데이터셋은

원본영상및원본영상과동일한지역및크기의 ground

truth데이터로구성된다. 정밀한 ground truth데이터구

축을위해임상도및토지피복지도를기본자료로활용

하였으며,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를 참고자료

로사용하였다.

토지피복 항목은 산림지와 비산림지로 1차 분류 수

행후, 각각을세분화하여도로및건물을포함한총 13

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Table 1). 학습 데이터셋은

검수시 95% 이상의정확도를확보하였으며, 이보다낮

을경우재수정을실시하였다. 데이터셋은 Kompasat-3

영상을활용한이미지와동일한지역의 ground truth데

이터로구성하였으며, 두데이터모두Geotiff형식으로

구축하였다. 데이터는학습용및테스트용데이터셋으

로구분지었으며, 학습용데이터는모델학습및검증,

테스트데이터는최종성능평가에사용하였다. 테스트

지역의 항목 별 픽셀 갯수는 침엽수 675,816, 활엽수

136,352, 묘지 5,427, 건물 8,249, 도로 28,982, 논 19,613,

밭 427,740. 시설재배지 11,761, 나지 32,022, 초지 191,132,

그리고수역 3,911 이며, 분류를위한영상을제외한나

머지 영상은 학습 및 검증에 사용되었으며 총 175장의

데이터셋이훈련및검증에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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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item and color index
Class num. Class Color

10

Forest area

Softwood
20 Hardwood
30 Other forest
40 Cemetery
50 Dead tree
110

Non-forest area

Building
120 Road
130 Paddy field
140 Field
150 Facility cultivation
160 Bareland
170 Grassland
180 Water

                                    (a)                                                                        (b)                                                                        (c)

Fig. 6.  Example of dataset. (a) is image, (b) is grayscale ground truth, and (c) is colored ground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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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yper-parameter tuning

구축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Semantic segmentation

모델학습을진행하며, Semantic segmentation모델이최

적의성능을내는 hyper-parameter tuning을실행하였다.

Hyper-parameter는 컴퓨터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설정

하는 parameter로모델의최적화를위한필수적인부분

이다(Bardenet et al., 2013). 본연구에서는학습반복횟수

(Iteration), 입력하는영상의크기를의미하는 Patch size,

한번 학습 시 사용되는 영상의 개수를 의미하는 batch

size등을 고려하였다. Hyper-paremeter는 학습, 검증 정

확도및손실값 (loss)를통하여최적 hyper-parameter를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토의

1) Hyper-parameter tuning result

구축된 데이터셋을 SegNet, U-net및 DeeplabV3+ 모

델에적용하여 hyper-parameter최적화작업을진행하였

으며, 그결과는Table 2와같다. 학습반복횟수는 100,000

회 학습을 진행하면서 손실 값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20,000회씩 추가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SegNet

과DeeplabV3+는 100,000회에서, U-Net은 180,000 가장

높은 정확도 및 낮은 손실 값을 산출하였다. Patch size

는컴퓨터성능을고려하여세모델모두 256×256으로

고정하였다. Batch size는 모델의 성능 및 컴퓨터 성능

을고려하여 SegNet은 10, U-Net은 1, DeeplabV3+는 16

에서 가장 높은 분류 정확도 및 낮은 손실 값을 나타내

었다.본 연구에서 산출된 hyper-parameter를 적용하여

최종분류를진행하였다.

2) 분류결과

최적화된 hyper-parameter를사용하여 SegNet모델최

종 학습 진행 후,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역에 테스트 데

이터를통한정확도및성능평가를진행하였다. 정확도

는픽셀정확도를기준으로산출하였으며, 최종분류정

확도는 SegNet 61.8%, U-Net 71.7% 그리고 DeeplabV3+

모델이 81.8%로세모델중가장높은정확도가산정되

었으며, 분류결과는 Fig. 7과같다.

먼저 SegNet의 결과를 살펴보면 분류 항목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침엽수의 경우 77.4%로 모든 항

목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두번째로 많은

면적을차지하는활엽수의경우, 침엽수항목과오분류

가 많이 일어나, 많은 면적을 차지함에도 35%의 낮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비산림지 중 가장 많은 면

적을 차지하는 밭의 경우 64.1%로 나타났으며, 도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을 차지함에도 74.2%의 높

위성영상을 활용한 토지피복 분류 항목별 딥러닝 최적화 연구

– 1597 –

Fig. 7.  training loss value of three deep learning algorithm.

Table 2.  Hyper-parameter tuning result
Model Iteration Batch size Patch size
SegNet 100,000 10

256 × 256U-Net 180,000 1
DeepLabV3+ 100,00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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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lassification result. (a) is Kompast image, (b) is ground truth, (c) is SegNet result, (d) is U-Net result, and (e) is
DeeplabV3+ result.

                                                            (a)                                                                                                                    (b)

                                                            (c)                                                                                                                    (d)

Softwood

Hardwood

Cemetery

Building

Road

Paddy field

Field

Facility cultivation

Bareland

Grassland

Water

Noclas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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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분류정확도를산출하였다. 면적이적은건물의경우,

나지와의오분류는일어나지않았으나, 도로와의혼동

으로 51.6%의낮은정확도를산출하였다. 도로및건물

을제외한나머지항목에서는적은면적을차지함에따

라모두 50% 이하의낮은정확도를산출하였다.

U-Net의 분류 항목별 정확도를 살펴보면, SegNet과

동일하게가장많은면적을차지하는침엽수항목에서

가장 높은 87.4%의 정확도가 산출되었다. 두번째로 높

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항목은 밭 항목으로 84.9%의 정

확도를산출하였다. U-Net은세모델과비교하여, 활엽

수 항목에서 68.8%의 정확도로 가장 높은 정확도가 산

출되었다. 다른두모델은활엽수항목에서모두 50%이

하의 낮은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밭 이외에

논의 경우도 69.7%로 다른 모델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산출하였지만, 초지나묘지, 도로그리고시설재배지의

항목에서두모델보다모두낮은정확도를산출하였다.

DeeplabV3+의 분류 정확도는 다른 세 모델에 비해

우수하게나타났지만, 일부항목에서차이를보였다. 다

른모델과마찬가지로가장많은면적을차지하는침엽

수의 경우, 97.5%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U-Net과 동일하게, 두번째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항목은밭항목으로, U-Net의정확도보다약 10% 이상

위성영상을 활용한 토지피복 분류 항목별 딥러닝 최적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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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lassification result of road and building area.

                            GT                                                   SegNet                                                 U-Net                                           DeeplabV3+

Fig. 10.  Classification result of hardwood areas.

                            GT                                                   SegNet                                                 U-Net                                           Deeplab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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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높은정확도를나타내었다. 세번째로높은정확도를

보인항목은시설재배지항목으로, 세모델중 70%이상

의 정확도를 보인 유일한 모델이다. 그러나 활엽수, 건

물의 항목에서는 SegNet, U-Net모델보다 부족한 정확

도를나타내었다. 상세한정확도는 Table 3과같다.

전체적으로DeeplabV3+는가장높은정확도를산출

하였지만, 토지피복항목에따라 SegNet및 U-Net모델

이우수한경우도존재하였다. 항목별로살펴보면, 침엽

수 항목의 경우, 세가지 알고리즘 모두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나, DeeplabV3+가그중에서가장높은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침엽수와 유사한 활엽수 항목의 경우,

DeeplabV3+ 알고리즘보다 U-Net에서 더 높은 성능이

나타났다. 두 가지를 보았을 때, 침엽수와 활엽수의 구

분에는 U-Net이 더 적합한 알고리즘으로 보인다. 기타

산림, 묘지그리고고사목은분류면적이거의존재하지

않은항목으로낮은분류정확도를나타냈다. 건물과도

로의경우, SegNet알고리즘이가장높은분류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이결과는 SegNet알고리즘이주거지역및

건물등에서높은정확도및식생에서낮은정확도를나

타낸이전의연구와유사한결과로나타났다(Ning et al.,

2020; Li et al., 2020). 논의 경우 U-Net과 DeeplabV3+ 알

고리즘이유사한정확도를산출하였지만U-Net의정확

도가 더 높게 산출되었으며, 밭의 경우, DeeplabV3+에

서 더 높은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시설재배지 및 초지

항목은DeeplabV3+에서가장높은성능을나타내었다.

수역의경우분류지역의수역면적이적은원인으로세

알고리즘모두낮은정확도를보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연구에서는고해상도위성영상을활용한토지피

복구축연구를보다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하여딥러

닝을적용하는방안을연구하였다. 기존의토지피복분

류 연구는 단일 방법론에 위성영상을 적용하여 대, 중,

세분류형태로피복분류를다양하게추출하는것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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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lassification result of facility cultivation and grassland.

                            GT                                                   SegNet                                                 U-Net                                           DeeplabV3+

Table 3.  Accuracy of each classes
Class SegNet U-Net DeeplabV3+

Softwood 77.4 87.4 97.5
Hardwood 35.0 68.8 24.9
Other forest 0.0 0.0 0.0
Cemetery 17.4 0.0 8.6
Dead tree 0.0 0.0 0.0
Building 51.6 42.9 31.7
Road 74.2 63.3 68.8

Paddy field 0.0 69.7 66.4
Field 64.1 84.9 94.0

Facility cultivation 38.7 0.0 75.3
Bareland 13.8 0.6 30.3
Grassland 41.8 17.7 57.0

Water 0.0 2.5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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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었다면, 본연구에서는다양한딥러닝알고리즘을

적용하여토지피복분류항목에접합한알고리즘을선

정하고, 향후 이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통하

여단일방법론에의존한토지피복분류방식을개선하

고자하였다.

연구결과를위해, FCN계열의딥러닝알고리즘에적

용및결과를산출하고, 알고리즘들의토지피복항목별

정확도를 평가 하였다. 전체정확도는 SegNet, U-Net,

DeeplabV3+모델별로산출하였으며, DeeplabV3+ 모델

이 81.7%로가장높게산정되었다. 그러나결과를항목

별로 나누게 되면, 항목에 따라 높은 성능을 내는 알고

리즘에차이가존재하였다. 도로및건물에서는 SegNet

이가장높은성능을나타내었으며, U-Net은논과활엽

수의 항목에서, DeeplabV3+는 밭, 시설재배지, 초지의

항목에서높은성능을나타냈다.

이러한결과는초기 FCN계열의망을선정하는과정

에고려된사항이다. SegNet은기본적으로자율주행차

량에필요한도로와건물의분류를빠르게진행하기위

하여 설계된 딥러닝 알고리즘이며, U-Net등은 객체의

외각경계보다는속성이유사한사항을추출하는데유

리한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 및 활

엽수등유사한토지피복항목분류에정확도가높았다.

이에비하여DeeplabV3+의경우최근발표된알고리즘

으로다른두알고리즘보다면적이많이차지하는항목,

시설재배지와같은항목및외각경계에높은성능을보

였다.

이결과는항목별로높은성능을나타내는알고리즘

에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보이며, 하나의알고리즘만

사용하는것에대한한계점으로예상된다. 세가지알고

리즘모두넓은면적을차지하는항목에서는높은성능

을나타내었으며, 이는데이터셋의면적이정확도에영

향을미치는것으로사료된다. 향후토지피복항목별로

가장높은성능을보이는알고리즘을개별적으로적용

한다면, 고품질의 토지피복 분류 결과를 산출할 수 있

을것으로기대된다.

고해상도위성영상을활용한토지피복분류는윈격

탐사연구에서기반이되는주요연구이다. 이를보다정

밀하고, 효율적으로분류하기위하여분류항목별알고

리즘최적화는도출하는것은향후, 지속적인토지피복

분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산림 분야를 중심으

로 딥러링 학습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다. 그렇기 때문

에 연구 결과에서 면적인 가장 큰 지역이 침엽수, 활엽

수 등이 분류되었다. 둘째, 보다 다양한 알고리즘 적용

을수행하지못하였다. 이는딥러닝을구현하는물리적

하드웨어환경의영향으로, 분석장비를보다강화한다

면동일데이터셋을활용한다양한알고리즘적용이가

능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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