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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유·무인 항공영상을 이용한 심층학습 기반 녹피율 산정

한승연 1)·이임평 2)†

Derivation of Green Coverage Ratio Based 
on Deep Learning Using MAV and UAV Aerial Images

Seungyeon Han 1)·Impyeong Lee 2)†

Abstract: The green coverage ratio is the ratio of the land area to green coverage area, and it is used as
a practical urban greening index. The green coverage ratio is calculated based on the land cover map,
but low spatial resolution and inconsistent production cycle of land cover map make it difficult to calculate
the correct green coverage area and analyze the precise green coverag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new method to calculate green coverage area using aerial images and deep neural networks. Green
coverage ratio can be quickly calculated using manned aerial images acquired by local governments, but
precise analysis is difficult because components of image such as acquisition date, resolution, and sensors
cannot be selected and modified. This limitation can be supplemented by us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that can mount various sensors and acquire high-resolution images due to low-altitude flight. In
this study, we proposed a method to calculate green coverage ratio from manned or unmanned aerial
images, and experimentally verified the proposed method. Aerial images enable precise analysis by high
resolution and relatively constant cycles, and deep learning can automatically detect green coverage area
in aerial images. Local governments acquire manned aerial images for various purposes every year and
we can utilize them to calculate green coverage ratio quickly. However, acquired manned aerial images
may be difficult to accurately analyze because details such as acquisition date, resolution, and sensors
cannot be selected. These limitations can be supplemented by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s that can
mount various sensors and acquire high-resolution images due to low-altitude flight. Accordingly, the
green coverage ratio was calculated from the two aerial images, and as a result, it could be calculated
with high accuracy from all green types. However, the green coverage ratio calculated from manned
aerial images had limitations in complex environments. The unmanned aerial images used to compensate
for this were able to calculate a high accuracy of green coverage ratio even in complex environments,
and more precise green area detection was possible through additional band images. In the futur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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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급속한도시화와고밀도토지개발로인해일

상생활 내 녹지면적이 감소되고 있다(Lee, 2000). 그리

하여 지자체는 도시 내 녹지 확대를 위해 매년 공원녹

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의 기초자료로 녹피율을

산출한다. 녹피율은행정구역면적대비녹지가피복된

면적 비율로, 실질적인 도시녹화의 지표로 사용된다

(Kim et al., 2015). 전통적으로녹피율은토지피복지도에

서녹지와관련된분류코드를추출해면적을계산하고,

행정구역면적으로 나누어 산출된다(Moon et al., 2010).

이와같은산출방법은신속하고적은비용으로녹피율

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토지피복지도의 낮은 공간해상도는 소규모

녹피율 측정을 어렵게 하며(Kim et al., 2013), 녹지관련

코드는녹지가아닌공간을포함하여정확한녹피공간

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토지피복지도의 일정하지 않은

제작 주기는 시계열적 분석, 변화 파악 등 녹피와 관련

한정밀한분석을어렵게한다(Kim et al., 2021).

이에본연구는새로운녹피율측정방안으로항공영

상을활용하는것을제안한다. 항공영상은항공기에탑

재된카메라로지표면을촬영한사진이다. 위성에비해

높은공간해상도를가지며원하는주기와시기로취득

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Choi et al., 2020). 따라서항공

영상을이용한다면소규모녹지를파악하고, 비교적일

정한취득주기로유의미한변화를분석하여기존방안

보다효과적으로녹피율을산출할수있을것이다.

항공영상은전통적으로유인항공기에고가정밀측

량용카메라를탑재하여촬영해왔다. 이에비해최근에

는중저가중소형무인항공기의활용도점진적으로커

지고 있다. 유인항공기는 비교적 넓은 지역에 대해 짧

은기간동안고해상도영상을취득하는데효과적이다.

이에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는 매년 해당 지자체 전역

에 대한 항공영상을 취득한다. 이를 통해 특히 불법 건

축물 단속 등 도시 변화 모니터링에 기반한 다양한 행

정업무에활용한다. 새로항공영상을취득하지않고기

수집된유인항공영상을이용한다면, 지자체전역에대

한녹피율을저비용으로빠르게산출할수있다.

이런장점에도불구하고녹피율산출을위해새로취

득된항공영상을활용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비롯되

는한계도많다. 예를들어, 항공영상의취득시기와해

상도, 센서종류등을선택할수없어정밀한분석이어

려울수있다. 이를보완하고자목적에따라다양한센서

탑재가 가능하고 비교적 운용이 간편한 무인항공기를

이용할수있다. 무인항공기로취득한항공영상은낮은

고도의비행으로더높은해상도를가져소규모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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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ed that the rust rate can be calculated effectively by using the newly acquired unmanned aerial
imagery supplementary to the existing manned aerial imagery.
Key Words: Green Coverage Ratio, Manned Aerial Vehicle, Unmanned Aerial Vehicle, Deep Learning

요약: 녹피율은행정구역면적대비녹지가피복된면적의비율로, 실질적인도시녹화지표로활용되고있다.

현재녹피율은토지피복지도를기반하여산출되는데, 토지피복지도의낮은공간해상도와일정하지않은제작
시기는정확한녹피율산출과정밀한녹피분석을어렵게한다. 따라서본연구는새로운녹피율산출방안으로
항공영상과심층학습을활용한방안을제안한다. 항공영상은높은해상도와비교적일정한주기로정밀한분
석을가능하게하며심층학습은항공영상내녹지를자동으로탐지할수있다. 지자체는매년다양한목적을
위해유인항공영상을취득하여이를활용해신속하게녹피율을산출한다. 하지만미리취득된유인항공영상
은취득시기와해상도, 센서와같은세부사항을선택할수없어정밀한분석이어려울수있다. 이러한한계점
은다양한센서의탑재가가능하고낮은고도의비행으로인해고해상도영상을취득할수있는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보완될수있다. 이에두가지항공영상으로부터녹피율을산출하였고그결과, 모든녹지유형으로
부터높은정확도로녹피율을산출할수있었다. 하지만유인항공영상으로부터산출된녹피율은복잡한환경
에서한계가있었다. 이를보완하고자활용한무인항공영상은복잡한환경에서도높은정확도의녹피율을산
출할수있었고추가밴드영상을통해더정밀한녹지영역탐지가가능했다. 추후기존유인항공영상에새로
취득한무인항공영상을보완적으로사용해녹피율을효과적으로산출할수있을것이라기대된다.



분석하는연구에적합하다. 반면에비교적넓은지역에

대해짧은기간동안촬영이쉽지않고, 신규촬영에따

른비용이추가로소요된다. 따라서효과적인항공영상

활용을위해기존취득된유인항공영상을소규모지역

의무인항공영상으로적절히보완해사용되어야한다.

수집된 유인항공영상이나 신규로 취득된 무인항공

영상으로부터 녹피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항공영상

을처리하고분석하는과정이필요하다. 항공영상을처

리하여절대적인위치와범위를도출할수있도록지도

와동일한좌표체계와투영방법을갖는정사영상을생

성한다. 생성된정사영상을분석하여녹지에해당하는

영역을 탐지해서 녹피면적을 산정하여 녹피율을 계산

한다. 여기서가장핵심적인과정이바로항공영상으로

부터녹지영역을탐지하는과정이다.

녹지영역 탐지에 있어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육안

검수이다. 비교적정확하지만사람에따라달라지는주

관적인결과가산출되고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에 이를 자동화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과거에는 RF (Random Forest)나 SVM

(Support Vector Machine) 등머신러닝기법을많이활용

해왔고, 최근에는 다양한 심층 학습 기법을 많이 시도

하고 있다. 심층 학습은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포함

된 복잡한 모델을 역시 엄청난 양의 학습 데이터를 통

해효율적으로조정하여다양한문제해결에획기적인

성능을보여준다.

Ban et al. (2021)은간단한심층신경망을구현해항공

영상내벼픽셀을탐지하여벼도복면적을정확하고신

속하게추정하였다. Li et al. (2021)은해바라기면적측정

을위해항공영상을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와심

층학습을이용해비교하였고, 심층학습이정확도와시

간 복잡도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분석하였다. Jo et al.

(2021)은 다중분광센서로부터 취득한 RE, NIR영상을

심층신경망의추가적인입력자료로사용해기존 RGB

영상에비해향상된작물탐지정확도를보고하였다.

작물 탐지 및 면적 추정을 위해 항공영상과 심층 학

습을결합하여성공적인결과를보고한사전연구들을

동기로하여, 본연구는기존토지피복지도를기반한녹

피율산출방안의한계점을개선하기위해심층학습을

통해 유·무인항공영상으로부터 녹피율을 추정하는 방

법을제안하고자한다. 유·무인항공영상에기반한방법

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실험 대상 영역을 선정하

고적용하여실험적으로검증한다. 구체적으로유인항

공영상을활용한실험은녹지유형별정확도를분석하

고 무인항공영상의 경우는 녹지유형과 파장영상별 정

확도를검토한다.

2. 연구 방법

본연구에서제안하는새로운녹피율산출방안의흐

름은 Fig. 1과 같다. 기본적으로 항공영상은 새로 취득

하지않고지자체가일반적인목적으로매년취득하는

유인항공영상을이용한다. 넓은지역에대해동시에짧

은기간동안수집된영상은지자체전역의녹피율을계

산하는 데 적합하다. 하지만 비교적 좁은 영역에 있어

특정한시점의녹피율을높은정확도로산출하려면무

인항공기로 새로 취득하여 기존 유인항공영상에 보완

적으로이용한다. 취득한무인항공영상과기존축적된

유인항공영상은심층신경망에적용되어예측녹지영

역이 산출된다. 예측 녹지 영역은 픽셀 크기와 곱해져

유·무인 항공영상을 이용한 심층학습 기반 녹피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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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flowchart of research.



녹피면적으로계산되며(Fig. 1) 이는토지면적으로나눠

져녹피율로산출된다.

1) 심층 학습

심층 학습은 여러 비선형 기법의 조합을 통해 다량

의훈련데이터로부터과제의목적에부합하는특성을

추상화하는 알고리즘이다(Goodfellow et al., 2016). 여

러분야에서지속적인발전으로심층학습은기존의전

통적인 방법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고하고 있다. 특

히,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을 포함한 최신식의 심층 신경망은 영상 분류(image

classification), 객체탐지(object detection), 개체분할(instance

segmentation), 의미론적 분할(semantic segmentation) 등

영상인식문제에서뛰어난성능을발휘한다(Jeon et al.,

2020). 그중, 의미론적분할은영상을픽셀단위로분류

해녹지와같은정형화되지않은객체를정량적으로산

출할수있다. 따라서, 본연구는항공영상내녹지를자

동으로탐지하기위해의미론적분할을수행하는심층

신경망을이용하였다.

Zhang et al. (2018)은 의미론적 분할 과제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Unet신경망에 잔차의 개념(Resblock)과 배치

정규화(Batch normalization)을적용해DeepResidualU-net

(DeepResUnet) 모델을 제안하였다. DeepResUnet은 기

존 Unet신경망보다우수한성능을나타냈으며고해상

도영상과적은데이터에높은성능을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본연구는항공사진으로부터녹지를탐지하기위

해DeepResUnet을이용하였으며, Fig. 2는DeepResUnet

의구조를나타낸다.

DeepResUnet은 Adam알고리즘을 활용해 학습하였

으며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률 스케줄러(Learning

Rate Scheduler) 기법을 활용하였다. 학습률 스케줄러

(Learning Rate Scheduler) 기법은심층학습속도를조절

하는 파라미터인 학습률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Yoo

et al., 2020)으로학습초기에는큰수치를주어학습속도

를빠르게설정하고일정반복횟수가지나면단계적으

로 수치를 낮추어 정확히 해에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Seong et al., 2021). 그리하여, 학습률은 0.001로 초기화

한뒤, 매 100 반복(step)마다 0.0001만큼감쇄시켰다.

심층신경망을이용한학습정확도평가는 IoU (Interest

of Union)와 손실(loss)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IoU

는정답과예측의교차영역을정답과예측의합집합영

역으로나눈지표로 Eq. (1)로계산된다. 정답과예측이

얼마나 일치하는 가를 평가하며 1에 가까울수록 정확

도가높다.

IoU =          (1)

손실함수는정답에대한오차를숫자로나타내며가

장 많이 활용되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Cross Entropy

Error, CEE)를이용하였다(Choi et al., 2020). 교차엔트로

area(ground truth ∩ prediction)
area(ground truth ∪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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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architecture of Deep Residual U-net (Zhang
et al., 2018).



피 오차는 Eq. (2)로 계산되며 정답에 가까울수록 작은

값이나오게된다.

Cross Entropy Error(CEE) = – ti log yi            (2)

where     ti : true probability distribution.
              yi: predicted probability distribution.

2) 녹피율 오차 산출

녹피면적은녹지에해당되는영역에픽셀크기를곱

해산출되며이를토지면적으로나누면녹피율이계산

된다. 실제 녹피율은 레이블한 녹지 면적을 기반으로,

추정녹피율은심층신경망이예측한녹지면적을기반

으로 산출된다. 녹피율의 정확도는 녹피율 오차(ratio

error)로 평가되며 이는 추정과 실제 녹피면적 차이를

실제토지면적으로나누어계산된다(Eq. 3). 오차가음

의값으로산출된다는것은예측이실제면적에비해적

은 면적으로 산출됨을 의미하며, 양의 값은 실제 면적

에비해큰면적으로산출되었다고분석할수있다.

Ratio error = × 100  (3)

3. 연구지역 및 데이터

1) 연구 지역

본 연구는 유·무인항공영상으로부터 녹피율을 산출

하는방안을제안하고이를실험적으로검증하고자두

개의 항공사진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유인항공영상

데이터셋으로 서울시가 취득한 서울 전역의 항공영상

중다양한형태의녹지가분포하는상암동과중구지역

의 항공영상을 선정하였다. 무인항공영상 데이터셋으

로 소규모 지역이지만 건물, 도로, 호수에 따른 다양한

녹지가있는서울시립대교내로선정해항공영상을취

득하였다. Fig. 3은각항공영상데이터셋의대상지역을

나타낸다.

2) 데이터 취득

유인항공영상의 데이터셋은 서울시가 구축한 유인

항공영상을이용하며, 이는 Table 1와같이촬영되어구

축되었다.

기존구축된유인항공영상을이용해데이터취득단

계없이중구와상암동의녹피율을신속하게산출할수

n
∑
i=0

Predictionarea – Ground Trutharea
Landarea

유·무인 항공영상을 이용한 심층학습 기반 녹피율 산정

– 1761 –

Fig. 3.  The study area of (a) Sangam-dong, (b) Jung-gu and (c) university of Seoul.

Table 1.  Details of MAV image acquisition
Category Sangam-dong Jung-gu

Collection Date 2019-09-19 2019-09-17
Flight Height (m) 2000

GSD (m) 0.1
Area covered (km2) 2.35 5.67

Front Overlap Ratio (%) 80
Side Overlap Ratio (%) 40
Number of Aerial Photo 33 55



있다. 하지만 이는 녹피율 산출을 위해 취득된 항공영

상이 아니기에 녹피율 분석에 필요한 시기, 센서 등을

조절할수없다. 이를보완하고자무인항공기를운용해

항공영상을 취득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한 무인항공기

와카메라사양은 Fig. 4와 Table 2와같다.

잎이무성해녹피분석이가장유의미한 8월에무인

항공기를운용하였으며항공기에다중분광센서를탑재

해항공영상을취득하였다. 다중분광센서는엽록소농

도에민감하게반응하여식물관련연구에서활발히사

용되고있으며(Lee et al., 2017; Lee, 2018)이로취득된RE,

NIR파장대영상은식생탐지성능향상을위해심층신

경망의 입력자료로 활용되고 있다(Jo et al., 2020). 이에

본연구는무인항공기로취득한 RGB, RE, NIR파장영

상을조합해영상조합별녹피율오차를분석하였다.

무인항공기의 기종과 탑재 센서 등을 정한 후, 촬영

계획을수립해야한다. 촬영계획은항공영상품질에서

가장중요한요소인공간해상도와밀접한관련이있기

때문에(Lee and Sung, 2019) 규정된지침에따라비행하

는것이중요하다. 이에무인비행장치이용공공측량작

업지침규정을참고해 Table 3과같이촬영방향중복도

(종)는 75%, 인접코스중복도(횡)는 60%로설정해 122.1

m의고도로비행하였다.

3) 학습 및 평가 데이터 가공

취득한 유·무인항공영상은 상용 사진측량 소프트웨

어 metashape (Agisoft, 2021)을통해각각정사영상으로

가공되었다. Fig. 5는가공된중구와상암동의 RGB영상

과서울시립대의 RGB, RE, NIR파장의정사영상예시

이다.

심층신경망에이용할학습과평가데이터를가공하

기위해정사영상으로부터녹지에대한라벨링작업을

수행하였고, 라벨은 픽셀기반으로 비녹지(0), 녹지(1)

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정사영상과 라벨링 데이터를

512×512 (pixel)로분할하여 Table 4와같이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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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s of UAV and camera
UAV Camera

Category Specifications Category Specifications
Model P4 Multispectral model P4 Multispectral Camera

Flight Speed (km/h) 50 ~ 58 Filter (nm) Blue (450 ± 16), Green (560 ± 16), Red (650 ± 16), 
RE (730 ± 16), NIR (840 ± 16)

Weight (g) 1487 FOV(°) 62.7
Maximum Flight Time (m) 27 Focal Length (mm) 5.74

Battery (mAh) 4500 Sensor Size (mm) 4.8 * 4.0

Fig. 4.  P4 multi spectral UAV.

Table 3.  Details of UAV image acquisition
Category Specifications

Collection Date 2021/08/12
Flight Height (m) 122.1

Flight Time 30 min 51 sec
GSD (m) 0.065

Flight Length (m) 5589
Area covered (km2) 0.2029

Front Overlap Ratio (%) 75
Side Overlap Ratio (%) 60
Number of Aerial Photo 258

Table 4.  Comparison of data by vehicle

Site
MAV UAV

Jung-gu Sangam-dong University 
of Seoul

Training 3400 – 958
Test – 483 160

GSD (m) 0.1 0.1 0.065
Image size

(pixel) 512 * 512



유인항공영상 데이터셋은 중구는 학습데이터, 상암동

은 평가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며 무인항공영상 데이터

셋은가공한서울시립대의정사영상을 9:1로구분해학

습및평가데이터로사용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심층 신경망 학습에 이용되고, 평가

데이터는학습된심층신경망에입력되어녹피율이추

정되며, 녹피율오차를계산해정확도를평가한다. 이때

녹피율은녹지의유형에따라분석되며녹지유형은산,

건물 주변 녹지, 강 주변 녹지, 가로수로 분류된다. 산

(Type 1)은 녹지 비율이 높은 영역으로 녹지 탐지 난이

도가가장낮은유형이며, 건물주변녹지(Type 2)는건

물 그림자에 가려진 녹지와 건물 옆 작은 녹지를 탐지

해야 하는 고난이도 유형이다. 강 주변 녹지(Type 3)은

항공영상에서초록색을띄는강과녹지를구별해야하

며가로수(Type 4)는건물과도로사이에복잡한경계를

가지고있는녹지유형이다.

4. 실험 결과

1) 유인항공영상 실험

유인항공기영상을이용한심층신경망의학습결과

IoU와 loss값은 Table 5와같다.

학습된심층신경망을이용해평가데이터로부터녹

피율을 추론하였고 Table 6와 같이 녹피율의 오차와

IoU를 계산해 녹지유형별 결과를 비교하였다. Type

1~3는 1%미만의 낮은 녹피율 오차를 보였으며 특히

Type 1의 경우 IoU도 96%로 매우 높았다. 이는 유인항

공영상을이용해실제녹피율과유사하게산출할수있

다는것을의미한다. 반면 Type 2는녹피율오차와 IoU

가비교적낮은정확도를보였는데이와같은녹지유형

은정밀한분석을위해무인항공영상의보완이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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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lected MAV and UAV site by vegetation type.

Fig. 5.  Example of (a) Sangam-dong, (b) Jung- gu, (c) RGB of university of Seoul, (d) RE of university of Seoul and (e) NIR
of university of Seoul orthophoto.

Table 5.  IoU and loss for the MAV training data set

Spectral bands IoU (%) loss
RGB 86 0.0951



다고분석하였다.

2) 무인항공영상 실험

무인항공기를이용하는방안은원하는시기와센서

로부터항공영상을취득할수있어정밀한분석이요구

되는지역의녹피율을산출하는연구에적합하다. 본연

구는 무인항공기를 운용해 높은 해상도로 무인항공영

상을 취득하였으며 다중분광센서를 활용해 여러 파장

대영상을조합하여심층학습을진행하였다. Table 7은

무인항공영상으로 취득한 RGB, RE, NIR영상을 조합

한입력자료로부터학습한 IoU와 loss값이다. 모든실험

의 IoU의값은 91%로매우높았으며특히다른파장영

상을추가로학습한실험의 IoU는 RGB영상만학습한

실험에비해 2% 더높았다.

학습된심층신경망으로부터녹피율을산출하고녹

지유형과 입력자료별로 오차를 비교하였다(Table 8).

Type 1의실험은모든입력자료로부터 94% 이상의 IoU

가 산출되었으며, 이외의 나머지 녹지유형도 80%이상

의 IoU와 4% 미만의 낮은 녹피율 오차로 높은 정확도

를보였다. 이러한성능은무인항공영상의높은해상도

로영상내녹지픽셀을더정밀히파악할수있었기때

문이라판단된다. 특히, Type 2의경우유인항공영상에

서매우낮은정확도를보여무인항공영상의보완이필

요한 지역이라 판단하였다. 무인항공영상은 Type 2에

서매우낮은오차를보였으며이로 Type 2와같은복잡

한 녹지 유형에 대해 무인항공영상이 유인항공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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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green coverage area between ground truth and prediction in MAV experiment

Type Spectral 
bands

Site area
(m2)

Green coverage area (m2) Green coverage ratio (%)
IoU (%)

Ground truth Predicted Ground truth Predicted Error
1 RGB 239114 120223 124074 50.3 51.9 1.6 95.7
2 RGB 170143 60374 79901 35.5 47.0 11.5 73.3
3 RGB 1803530 43037 59806 2.4 3.3 0.9 70.0
4 RGB 54480 2842 2948 5.2 5.4 0.2 77.0

Table 7.  IoU and loss for the UAV training data set
Spectral bands IoU (%) loss

RGB 91.96 0.1072
RGB + RE 93.16 0.1334
RGB + NIR 93.85 0.1044

RGB + NIR+ RE 93.11 0.1230

Table 8.  Comparison of green coverage area between ground truth and prediction in UAV experiment

Type Spectral Bands Site area
(m2)

Green coverage area (m2) Green coverage ratio (%)
IoU (%)

Ground truth Predicted Ground truth Predicted Error

1

RGB

2646 2391

2278

90.4

86.1 -4.3 94.5
RGB + RE 2341 88.5 -1.9 96.7
RGB + NIR 2381 90.0 -0.4 98.2

RGB + NIR+ RE 2362 89.2 -1.2 97.6

2

RGB

967 293

258

30.2

26.6 -3.6 81.9
RGB + RE 289 29.9 -0.3 87.9
RGB + NIR 309 31.9 1.7 89.4

RGB + NIR+ RE 295 30.5 0.3 88.2

3

RGB

1207 309

328

25.5

27.1 1.6 86.1
RGB + RE 305 25.3 -0.2 88.3
RGB + NIR 303 25.1 -0.4 86.6

RGB + NIR+ RE 306 25.3 -0.2 88.1

4

RGB

1369 439

382

32.0

27.8 -4.2 81.7
RGB + RE 435 31.7 -0.3 87.8
RGB + NIR 449 32.8 0.8 89.4

RGB + NIR+ RE 436 31.8 -0.2 89.2



보완할수있을것이라기대할수있었다

입력자료로 RGB영상보다 RGB영상과 다른 파장영

상을 함께 사용한 실험이 더 정확하게 녹지 영역을 탐

지해녹피율을예측하였다. 이를통해다중분광센서로

취득한 RE, NIR파장영상이 녹피율 예측 정확도 향상

에효과적임을확인하였으며, 정확도가높이요구되는

연구에적합한활용이라분석하였다.

5. 결론

본연구는토지피복지도에기반한기존녹피율산출

방안의한계점을개선하고자유·무인항공영상과심층학

습을이용한새로운산출방안을제안하였다. 유인항공영

상의경우지자체가범용목적으로기취득한데이터를

이용하여신속하게저비용으로녹피율을산출한다. 이

에 비하여 녹지 유형이나 녹피율 산출 목적에 따라 취

득 시기와 해상도, 센서 종류 등을 최적으로 선정하여

정밀한분석이필요한경우에는신규취득된무인항공

영상을활용한다. 제안된방법을다양한유형의녹지를

포함하는 연구대상지역에서 취득된 실제 유·무인항공

영상에 적용하여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유인항공영

상을이용한산출방안은대부분의녹지유형으로부터

높은정확도로녹피율산출이가능하였지만건물주변

과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 정확한 산출이 어려웠다. 무

인항공영상을이용한방안은더높은정확도로녹피율

을산출하였으며복잡한환경에서도녹피율오차가낮

았으며추가파장영상의활용으로정밀하게녹지영역

을 탐지할 수 있었다. 추후 본 연구가 제안한 방안으로

기존 유인항공영상으로 한계가 존재하는 녹지유형을

무인항공영상으로 보완해 녹피율을 효과적으로 산출

할수있을것이라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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