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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아리랑 3/3A호 위성 융합영상의 
Semantic Segmentation을 통한 활용 가능성 탐색 연구

채한성1)·임희수2)·이재관3)·최진무 4)†

Exploratory Study of the Applicability of Kompsat 3/3A Satellite 
Pan-sharpened Imagery Using Semantic Segmentation Model

Hanseong Chae1)·Heesoo Rhim2)·Jaegwan Lee3)·Jinmu Choi 4)†

Abstract: Roads are an essential factor in the physical functioning of modern society. The spatial
information of the road has much longer update cycle than the traffic situation information, and it is
necessary to generate the information faster and more accurately than now. In this study, as a way to
achieve that goal, the Pan-sharpening technique was applied to satellite images of Kompsat 3 and 3A to
improve spatial resolution. Then, the data were used for road extraction using the semantic segmentation
technique, which has been actively researched recently. The acquired Kompsat 3/3A pan-sharpened
images were trained by putting it into a U-Net based segmentation model along with Massachusetts road
data,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images were evaluated. As a result of training and verification, it was
found that the model prediction performance was maintained as long as certain conditions were
maintained for the input imag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satellite images
such as Kompsat satellite will be even higher if rich training data are constructed by applying a method
that minimizes the impact of surround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ffecting models such as shadows
and surface conditions.
Key Words: Semantic segmentation, U-Net, Pan-sharpening, Kompsat imagery, Road extraction

요약: 도로는현대사회의기능이물리적으로작동하는데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교통상황정보에비해갱신

주기가긴도로공간정보를더빠르고정확하게생성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그방법의일환으로아리

랑 3호와아리랑 3A호의위성영상에 pan-sharpening 영상융합기법을적용하여공간해상도를향상시킨영상자

료를최근활발히연구가진행되고있는 semantic segmentation 기법을활용한도로추출에활용하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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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로는현대사회의물리적기능이문제없이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사회의 혈관이다. 도로는 국가에

의해상태와현황이관리되고있으며법률을통해도로

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을국가의책무로명시하고있을만큼중요성이강조

되고 있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1). 도

로정보는정확성이보장되어야할뿐만아니라변화를

빠르게반영해야한다. 도로정보중도로교통상황에대

한정보는 CCTV등을통하여실시간으로수집되어관

리되고 있으나 도로의 형태, 경계 정보 등이 포함된 공

간정보는수치지형도를통해생성되고있다. 수치지형

도는갱신주기가최소 2년으로정보의공백기간이상

대적으로길어도로정보가실제현상을반영하지못하

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Lee et al., 2008).

수치지형도는갱신하는데긴시간이소요될뿐아니

라 실제 측량 정보와 항공사진 등 많은 비용 및 재원이

필요하다는근본적인한계를가지고있으므로이한계

를극복하기위한시도가존재하였다(Lee et al., 2008; Lee

et al., 2009). 또한정확한도로정보의생성은수치지형도

의 갱신 주기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수치지도 갱

신사업과무관하게항공사진및위성영상등영상정보

를해석하여도로정보를보다빠르게추출하고자하는

연구 역시 다수 수행되었다(Lee et al., 2007; Byun et al.,

2011; Lee et al., 2014; Kim and Choi, 2022; Wang et al., 2022).

도로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추출하고자 하는 시도는

전통적인분류방법에서부터추출알고리즘개발, 타학

문분야의기법융합등그방법론을가리지않고있다.

최근 급격히 발전한 컴퓨터 연산 능력을 사용하여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구조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을 사용한 의미론적 분할

(semantic segmentation) 기법으로 도로를 추출하는 연

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의학 분야에서의 영

상해석능력향상을위해제시된 U-Net모델은의학분

야 뿐만 아니라 일반 이미지와 항공 및 위성영상의

Segmentation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U-Net모델과 그에

기반하여수정된다양한모델을이용한도로추출연구

가수행되었다(Ronneberger et al., 2015). Zhang et al. (2018)

은 U-Net과 유사한 구조를 나타내는 residual unit에 기

반한 ResUnet을 제안하여 매사추세츠 도로 데이터셋

에대해비교한결과기존의 U-Net및 DeepLabV3+ 등

기법보다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Tan et al. (2021)은

U-Net과 유사한 구조의 모델을 개발하여 DeepGlobe

데이터셋에 대해 기존의 segmentation모델들 대비 정

확도가높고기타모델에서누락한도로분절을감지하

는등으로효과적임을확인하였다. Abdollahi et al. (2021)

은 수정된 U-Net모델에학습과정확도향상을위하여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프레임워크를융합하였고

전체정확도에서는다른기존모델에비해낮았으나정

밀도와재현율이더우수하였다.

위의 연구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의 도로 정보 추출

연구는 U-Net기반의 다양한 모델과 데이터셋 훈련을

통해높은성과를달성하고있으나, 대부분 50 cm이상

의공간해상도를가지는항공사진이나고해상도영상

에기반하여만들어진데이터셋에의존하고있다. 영상

자료의공간해상도는자료로부터추출할수있는정보

의 양과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모델의 성능 향상

을위해해상도가매우높은항공사진에기반한자료를

사용하는것이좋다. 하지만고해상도항공사진은자료

의 생성과 처리 과정에 상당한 비용이 소모되며 쉽게

자료에접근하기어렵다. 그보다낮은공간해상도를가

지는위성자료의경우 panchromatic채널을활용한 pan-

sharpening영상융합 기법(이하 pan-sharpening기법)을

사용하면 기존 다분광(multi-spectral) 영상의 자세한 분

광 특성을 유지하면서 공간해상도를 높일 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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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영상은U-Net 기반의 segmentation 기법에매사추세츠도로데이터와함께투입하여훈련하였고아리랑

위성융합영상의모델적용가능성을평가하였다. 훈련및검증결과, 모델에투입하는영상에대해일정한조

건이 유지되는 한 일정한 모델 예측 성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자와 지표면 상태와 같은

모델에영향을미치는주변환경조건의영향을최소화하는방법을적용하여풍부한훈련자료를구성한다면

아리랑위성과같은위성영상의활용가능성이더욱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리랑 3호/3A호 위성영상의 경우 기본 RGB채널의 공

간해상도가 2.2–2.8 m로 비교적 높으나 실제 도심에서

의폭좁은도로를정밀하게구분할만큼충분히높다고

볼수없다. 하지만두위성은모두 panchromatic채널을

포함하고있으므로 pan-sharpening기법을사용하여공

간해상도를향상시킬수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an-sharpening 기법을 적용

하여공간해상도를향상시킨아리랑 3호/3A호위성영

상을 semantic segmentation모델에사용하여도로정보

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리랑 3호 및 3A호

위성영상에 대해 Gram-Schmidt 방법에 기반한 pan-

sharpening기법을 적용한 후 향상된 시각 정보의 구체

성을이용하여도로경계를디지타이징(digitizing)하여

도로 라벨 데이터를 만들었다. 아리랑 위성 영상과 도

로 라벨 데이터는 추가 데이터와 함께 U-Net 기반의

semantic segmentation모델에입력하여훈련하였다. 훈

련을완료한모델은훈련에사용하지않은자료에대한

도로예측자료를생성하고결과평가및정확도검증을

진행하였다.

2. 데이터 확보 및 전처리

본연구에서는 pan-sharpening기법을적용하여공간

해상도를 높인 위성영상을 semantic segmentation모델

에입력하여도로정보를추출하는데사용할수있는지

파악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미국을대상으로촬영한

아리랑 3호 및 3A호 위성영상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제공받은 영상 중 아리랑 3호의

영상은 일리노이 주 LaSalle카운티 일대, 아리랑 3A호

의영상은필라델피아지역의영상이다.

Table 1은아리랑 3/3A호위성영상의밴드별파장과

공간해상도정보를나타낸것으로두위성의공간해상

도는 각각 2.8 m와 2.2 m로 Landsat-8 및 Sentinel-2 위성

과 같은 중해상도 영상에 비해 높다. 하지만 이는 국내

항공정사영상으로 제공되는 자료의 해상도에 해당하

는약 25 cm에서 51 cm보다는낮으며이를이용하여도

로의 윤곽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ArcMap에서제공하는Gram-Schmidt방법에따라 0.7 m

와 0.55 m로 공간해상도가 4배 높은 panchromatic채널

을이용하여 pan-sharpening과정을진행하여기존 RGB

밴드가가지고있던분광정보를유지하면서도공간해

상도가향상된영상을생성하였다.

도로추출을위한U-Net기반의모델을훈련하기위해

원천영상데이터와함께원천영상데이터에서실제도

로에 해당하는 픽셀의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데이터가

필요하다. 라벨데이터는영상자료에서파악할수있는

가시정보와 함께 연구지역의 지도자료와 미국 인구조

사국의 2018년, 2020년 topologically integrated geographic

encoding & referencing (TIGER) 도로데이터 정보를 활

용하여 도로의 윤곽을 포함하는 폴리곤(polygon)을 디

지타이징하여생성하였다. 이때, 제공받은영상중필라

델피아지역의영상은위성센서와지표의각도로인해

생기는기하학적오류와건물이도로위를가리는경우

가다수존재하였다. 따라서도로의라벨데이터에서는

도로위를가린건물이포함되지않도록하여라벨데이

터가영상에서도로인것으로판단되는영역만을포함

하도록하였다. Fig. 1(a)는 2018년 2월 27일필라델피아

지역을촬영한아리랑3A호위성영상중약 72.74 km2에

해당하는영상데이터와도로라벨데이터를생성하여

추출한 것이고 Fig. 1(b)는 2020년 3월 7일 촬영된 일리

노이 주 LaSalle카운티 지역 중 약 11.46 km2에 대해 동

아리랑 3/3A호 위성 융합영상의 Semantic Segmentation을 통한 활용 가능성 탐색 연구

– 1891 –

Table 1.  KOMPSAT-3 and KOMPSAT-3A band wavelength and spatial resolution (ESA, 2022a; 2022b)
밴드별파장및공간해상도

아리랑3호 아리랑3A호
밴드 파장(µm) 공간해상도(m) 밴드 파장(µm) 공간해상도(m)
Pan 0.450–0.900 0.7 Pan 0.450–0.900 0.55
Blue 0.450–0.520 2.8 Blue 0.450–0.520 2.2
Green 0.520–0.600 2.8 Green 0.520–0.600 2.2
Red 0.630–0.670 2.8 Red 0.630–0.670 2.2
NIR 0.760–0.900 2.8 NIR 0.760–0.900 2.2



일한데이터를생성하여추출한것이다. 추출한영상은

이후 U-Net기반의 segmentation모델에입력할수있도

록 8비트로방사해상도를낮추고공간해상도는유지한

상태에서 1,500 × 1,500 픽셀크기로 25%만큼중첩되게

나누어총 197쌍의영상과라벨데이터를구성하였다.

이때모델의훈련에는많은양의데이터가필요하므

로본연구에서선택한아리랑위성영상을사용하여만

든데이터이외에추가적으로매사추세츠도로데이터

셋을사용하였다. 매사추세츠도로데이터셋은미국매

사추세츠주지역을촬영한 1 m해상도의항공사진으로,

개별사진이 2.25 km2의영역을포함하며전체데이터셋

이포함하는영역은 2,600 km2로시가지와교외및농촌

을포함하는 1,171쌍의영상및라벨데이터로구성되어

있다(Mnih, 2013). 또한이데이터의공간적범위는다양

한도로데이터셋중에서도연구대상지역인 LaSalle카

운티및필라델피아와상대적으로가깝다. 그러므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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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ompsat3/3A images and road label image: (a) Philadelphia region and (b) LaSalle County region.

Fig. 2.  Training sample image and label data: (a) Massachusetts road data and (b) Kompsat-3A data.



사추세츠도로데이터셋에나타나는자연적인문적경

관 및 환경은 본 연구에서 확보한 아리랑 위성 영상에

서나타나는것과유사할것으로판단되었다.

매사추세츠도로데이터에구성된총 1,171쌍의데이

터중 1,108쌍의훈련데이터와 14쌍의훈련중검증데

이터그리고 49쌍의훈련후검증데이터는아리랑 3호

및 3A호위성영상을가공하여얻은총 197쌍의데이터

를 155쌍의훈련데이터와 14쌍의훈련중검증데이터

그리고 28쌍의데이터를훈련후검증데이터로구분하

여함께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Fig. 2는기존의매사

추세츠 도로데이터와 아리랑위성영상과 각각의 라벨

데이터를모델에투입한후모델이인식하기쉽도록변

환한 상태의 데이터를 하나씩 나타낸 것으로, Fig. 2(a)

는매사추세츠도로데이터를, Fig. 2(b)는필라델피아지

역의 아리랑 3A호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데이

터는 원본 영상 데이터와 도로 픽셀 여부를 0과 255의

값으로구분하는라벨데이터로구분되어있다. 라벨데

이터는모델학습의효율성을위해라벨데이터의값을

0과 1로구분하는 one-hot형식의데이터로전환되어사

용된다.

3. Semantic segmentation 모델

본연구에서는도로추출을위한 segmentation모델로

Pytorch라이브러리 기반의 U-Net모델을 사용하였다.

U-Net모델은 특징적인 U자 모양의 대칭적 네트워크

구조를가지고있는모델로, 하위레이어로내려가며영

상의 픽셀 정보에서 특징을 찾아내는 encoding과정에

서 손실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해

상도의특징정보를 encoder레이어에연결하여위치정

보의정확성을유지할수있다(Ronneberger et al., 2015).

모델의 세부 설정과 기타 매개변수 설정은 encoder를

Resnet50으로 선택한 것 이외에는 모델에서 기본값으

로설정되어있는수치를그대로사용하였다. 모델을훈

련하기위해위에서구성한아리랑위성영상기반의영

상데이터와라벨데이터및매사추세츠도로데이터셋

을종합하여모델에투입하였다. 또한적은데이터를사

용해서 생길 수 있는 과적합을 줄이고 segmentation결

과를향상시키기위해모델의반복시행마다무작위로

영상을회전하고확대하거나잘라내서추가자료로사

용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였다. 훈련의 batch

크기는 16, learning rate는 0.00008로 설정하였다(Balraj,

2020). U-Net모델훈련반복수는훈련중검증지표가

90%가 될 때까지 반복하도록 설정하여 해당 지표가

90.03%에도달하였을때훈련을종료하였다. 모델의훈

련을위해사용한환경은 Table 2에서나타낸것과같다.

4. 도로 정보 추출 결과

아리랑위성영상을사용하여훈련을완료한모델을

사용하여도로를추출한결과는훈련데이터에포함시

키지않은검증데이터를이용하여시각화하였다. 또한

모델의전반적성능을평가하고실제예측및추출결과

의정확도를검증하여그결과를 Table 3에정리하였다.

모델의성능을평가하는기준으로라벨데이터에서도

로로 지정된 영역과 모델의 훈련 검증 결과를 통해 예

측한도로의영역중중첩되는영역의비율을평균으로

계산한 mean Intersection over Union (mIoU)가 semantic

segmentation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mIoU를사용하였다(Park et al., 2020; Oh et al., 2022). 모델

은앞에서설정한것과같이약 0.9003의mIoU수준에서

훈련이완료되었으므로훈련후검증데이터셋에대해

검증진행결과약 0.8752의 mIoU점수와약 0.067의검

증손실을기록하였다. 영상자료에대한예측결과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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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ystem specifications for model training

Contents Specification Contents Specification
OS Windows 11 RAM 32 GB
CPU Intel I7-13700KF CUDA version 11.7
GPU NVIDIA RTX 3080 Pytorch version 1.13.0

VRAM 12 GB Python version 3.9.13



확도는딥러닝기법에기반한원격탐사연구중에서도

본연구의사례와같이분류되는클래스의비율이크게

다른이분법적분할(binary segmentation) 방식에서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인 전체 픽셀 정확도 및 F1 점수

에기반한검증방법을사용하여검증하였다(Maxwell et

al., 2021). 검증데이터에대한전체픽셀정확도는라벨

데이터와모델예측데이터의모든픽셀에대해도로나

도로가아닌것의일치율을계산한것이다. 본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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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curacy assessment of the model training results

Type
Score of mIoU 
based on the end 

of training

Post-training 
validation data 
mIoU score

Loss of model 
validation

Classification accuracy 
for the entire pixel 

of the model

F1 score of 
the model

Result 0.9003 0.8752 0.067 0.9622 0.7537

Fig. 3.  Good prediction images of Massachusetts road data: (a) original image, (b) label image, and (c) predicted image.



훈련한모델의검증데이터에대한전체픽셀정확도는

약 0.9622로나타났다. F1 점수는모델의예측결과에대

한정밀도(precision)와재현율(recall)의조화평균으로계

산하며검증데이터셋에대한 F1 점수는약 0.7537로나

타났다.

Fig. 3은 훈련을 완료한 모델을 이용하여 훈련 후 검

증데이터를시각화한것중매사추세츠데이터에서훈

련후검증데이터로구분된것만을나타낸것이다. (a)

의 영상은 실제 투입 영상 데이터를 의미하며 (b)는 정

답지로서의 라벨 데이터, 그리고 (c)는 모델의 도로 예

측결과를의미한다. 매사추세츠도로데이터의예측결

과의경우전반적인예측결과가라벨데이터와상당부

분일치하는것을볼수있다.

Fig. 4는필라델피아지역의아리랑3A호위성영상데

이터 중 예측 결과의 참조자료 대비 유사성이 높은 영

상 몇 개를 표현한 것이다. Fig. 4의 1(a)부터 1(c)까지의

경우 전반적인 도로의 형태와 구조가 잘 재현되었다.

2(a)부터 2(c)까지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건물의 그림자

가도로에미치는영향이적어결과에서나타낸도로형

태의유사성역시높다. 3(a)부터 3(c)까지의경우에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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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ood prediction images of Philadelphia regions of KOMPSAT-3A image: (a) original image, (b) label image, and
(c) predicted image.



사한경향이나타나며빨간원으로표시한부분과같이

라벨데이터생성과정에서누락되거나주택단지내의

도로로판단하여도로라벨에포함시키지않은누락된

픽셀들이여럿포함된것을볼수있다. 또한 F1 점수의

평균도약 0.8603으로나타나전반적으로도로가잘예

측된것을확인할수있다.

Fig. 5는 필라델피아 지역의 영상 중 예측 결과와 참

조자료의유사성이낮거나중요한부분을누락한사례

를나타낸것인데, 도심지에서그림자가드리워진부분

과공단지역에서도로가비포장상태이거나흙먼지가

많은경우대부분도로로포함되지않는것을확인할수

있다. Fig. 5-(1)의경우는 F1 점수가약 0.8501로낮지않

으나빨간색원으로표시한부분에서대형건물의그림

자가도로를가려도로의폭이넓음에도불구하고모델

이 도로로 예측하지 못하였다. Fig. 5-(2) 및 Fig. 5-(3)의

경우는도로로예측하지못한부분도많으며 F1 점수도

평균약 0.3에불과하였다.

Fig. 6 역시 일리노이 주 LaSalle카운티 지역에 대한

예측결과가전반적으로참조자료대비유사성이낮은

것을확인할수있다. Fig. 6-(1)과 Fig. 6-(2) 모두주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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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or prediction images of Philadelphia regions of KOMPSAT-3A image: (a) original image, (b) label image, and
(c) predicted image.



선도로의일부또는대부분이예측결과에포함되지않

았고 Fig. 6-(3)의 경우는 어떤 픽셀도 도로로 포함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일리노이 주 데이터는 F1 점수가

매우낮았으며평균약 0.1에불과하여전체평균 F1 점

수가낮아지는데영향을주었다. 이는훈련에투입한일

리노이주지역의훈련데이터가부족할뿐만아니라원

본 영상 데이터의 픽셀 값 분포가 다른 자료와 달리 매

우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농경 평원 지대를 지나는

해당지역도로피복의독특한분광특성을모델이충분

히학습하지못하였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일리노

이주지역의훈련데이터는영상의시인성향상을위해

대비향상작업이진행되었음에도예측결과가크게향

상되지않았으며추가적인영상처리작업을고안하거

나더풍부한훈련자료를투입해야할것으로보인다.

아리랑 3호및 3A호위성영상에 pan-sharpening기법

을 적용하고 semantic segmentation모델을 이용하여 도

로 정보를 추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U-Net기반의 모델을 사용하여 약 1천여장의 훈련 및

검증데이터만을가지고도비교적높은모델훈련성능

을개인사용자가구성가능한환경에서단기간(약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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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oor prediction images of LaSalle regions of KOMPSAT-3 image: (a) original image, (b) label image, and (c)
predicted image.



간)에 달성할 수 있었다. 훈련된 모델을 이용해 산출한

도로 예측 결과를 평가한 결과 위성의 광학 센서와 지

표면 사이 각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nadir지역에 해당

하는지역은모델이도로피복의특성을충분히학습하

여 예측 정확도 역시 높았다. 하지만 nadir바깥에 해당

하는 off-nadir지역의 영상에서는 도로 윤곽에 대한 온

전한정보를포함하기어려우므로정확한결과를기대

하기어려운것으로보이며이지역의자료는제외하거

나 off-nadir로인한영향을줄일수있는방법을고려해

야한다. 또한 Fig. 5와 Fig. 6에서확인한바와같이기존

에 주로 학습한 자료와 공간적 혹은 분광 특징이 다른

자료의경우는해당자료의특징을효과적으로예측하

기 위해 보다 더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의 위치와 상태 등에 대한 정보

를추출하기위해 2.8 m및 2.2 m의공간해상도를가진

아리랑 3호및 3A호위성영상에 pan-sharpening기법을

적용한융합영상에대해 semantic segmentation모델활

용가능성을평가하기위해도로정보를추출하고그결

과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일리노이 주 및 필라델피

아지역의아리랑위성 3호및 3A호영상자료를확보하

였다. 아리랑위성자료는직접디지타이징방법을사용

해 도로 라벨 데이터로 구성하였다. 이 자료는 매사추

세츠 도로데이터와 함께 U-Net기반의 모델에 투입하

여 훈련하였고 모델의 도로 예측 및 분류 데이터를 생

성하였다. 훈련 중 달성된 모델의 최대 성능 지표인

mIoU점수는 0.9003이며검증데이터에적용하였을때

mIoU가 0.8752로 나타났다. 전체 예측 결과에 대한 픽

셀분류정확도는 0.9622, F1 점수는 0.7537로나타나최

적의조건을가진자료를충분히구성하여학습한기존

의 모델 정확도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모델의 결

과물 예측 능력이 자료에 포함된 지표 피복 및 환경의

조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off-nadir위치의 지역이 포함되어 영상에서 도

로 위에 그림자 및 건물 상층부 등이 나타나는 것은 모

델이온전한도로의형태에대한정보를훈련하고예측

해내는데큰방해요소로나타났으며비포장도로혹은

흙먼지의비율이높은도로도예측결과가정확하지않

았다. 모델의효과적인훈련과예측을방해하는요소를

제거하거나그영향을최소화하는방법을적용하여자

료를구성한다면모델의학습효율성과예측정확도는

더욱향상될수있다.

본연구에서확인한바와같이 pan-sharpening기법이

적용된자료를사용하더라도훈련을위한자료를구성

한 후 semantic segmentation모델에 투입하여 효과적으

로도로피복에대한정보를추출할수있다. 특히도로

를구성하는피복의상태와, 주변자연및인문환경조

건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추후 이런 조건의 변화를 고

려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 처리

방법을 구성하거나 사용한다면 모델을 더욱 효과적으

로사용할수있다. 도로추출뿐아니라다른다양한지

표피복정보를추출하고사용하는데에도본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저고도에서 지표면을 촬영

한항공사진과동일한수준의공간해상도를달성하기

힘든기존의저해상도다분광위성영상에대해서도그

정보의활용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특히아리랑

3호및 3A호위성과같이이미높은수준의공간해상도

를 가지고 있는 자료의 경우 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 구성과 모델의 훈

련등의과정을구성한다면빠르고정확하게도로등에

대한공간정보를추출하여도로공간정보관리의효율

성을더욱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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