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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모델 기반 위성영상 데이터세트 공간 해상도에 따른 
수종분류 정확도 평가

박정묵 1)·심우담 2)·김경민 3)·임중빈 1)·이정수 4)†

The Accuracy Assessment of Species Classification according to Spatial 
Resolution of Satellite Image Dataset Based on Deep Learning Model

Jeongmook Park 1)·Woodam Sim 2)·Kyoungmin Kim 3)·
Joongbin Lim 1)·Jung-Soo Lee 4)†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ssify tree species and assess the classification accuracy, using
SE-Inception, a classification-based deep learning model. The input images of the dataset used
Worldview-3 and GeoEye-1 images, and the size of the input images was divided into 10 × 10 m, 30 ×
30 m, and 50 × 50 m to compare and evaluate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of tree species. The label
data was divided into five tree species (Pinus densiflora, Pinus koraiensis, Larix kaempferi, Abies
holophylla Maxim. and Quercus) by visually interpreting the divided image, and then labeling was
performed manually. The dataset constructed a total of 2,429 images, of which about 85% was used as
learning data and about 15% as verification data. As a result of classification using the deep learning
model, the overall accuracy of up to 78% was achieved when using the Worldview-3 image, the accuracy
of up to 84% when using the GeoEye-1 image, and the classification accuracy was high performance.
In particular, Quercus showed high accuracy of more than 85% in F1 regardless of the input image size,
but trees with similar spectral characteristics such as Pinus densiflora and Pinus koraiensis had many
errors. Therefore, there may be limitations in extracting feature amount only with spectral information
of satellite images, and classification accuracy may be improved by using images containing various
pattern information such as vegetation index and Gray-Level Co-occurrence Matrix (GL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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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림은토지에있어가장중요한생태이며토지의개

발과관리에있어필수적이다(Mohd and Abd, 2017). 경

영및관리가잘이루어진산림은생물다양성보호를통

해 안정적인 에너지 순환을 유지할 수 있고, 산림토양

을 유지하여 토양 황폐화와 침식을 방지할 수 있다

(Cifuentes-Croquevielle et al., 2020). 이에따라, 정확한산

림수종조사는경영자및관리자에게산림종구성, 산

림 수종의 변화, 산림 자원량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기 때문에 산림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Grabska et al., 2019). 하지만, 산림은지형이복

잡하고접근성이용이하지않아전통적인산림수종조

사방법으로는비효율적이며많은인력이소요되기때

문에, 산림유형을맵핑하는데있어효율적이며측정시

간을단축시키고적은인력을투입할수있는원격탐사

기법의적용이필요하다(Kükenbrink et al., 2022).

초기원격탐사기법을이용한산림수종분류는넓은

규모의산림분류에서중해상도위성영상인 Landsat을

사용했지만, 공간해상도가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개

체목 단위의 수종 분류에는 어려움이 있다(Turlej et al.,

2022). 원격탐사기법을적용한개체목단위수종분류는

초분광자료를통해결과를도출하는것이적합하지만

초분광자료는대부분항공및드론으로수집해야하기

때문에비용이높고처리과정이매우복잡하다(Abbas et

al., 2021). 한편, IKONOS, QuickBird, GeoEye, WorldView

등의위성이발사됨에따라고해상도위성영상을쉽게

취득할 수 있으며, 수종 분류 맵핑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Yan et al., 2021). 하지만, 고해상도 위성영상

은 분광(spectral) 및 방사(radiometric) 정보가 다양하기

때문에지역적, 환경적, 시계열적으로다양한조건을고

려하여산림수종분류에적합한위성영상을검토하는

것이필요하다.

한편, 원격탐사기술을활용한수종분류연구는전통

적으로머신러닝기반의 Random Forest (RF)와 Support

Vector Machine (SVM) 알고리즘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

며, 최근 딥러닝 기반의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s) 알고리즘을적용한연구가수행중이다(Somers

et al., 2014; Lee et al., 2016; Mishra et al., 2018). 원격탐사기

술에머신러닝기법을적용하는것은일반적으로분광

특성, 질감정보, 식생지수 계산 등의 분류를 위한 연구

자의 주관적인 설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분류의 정

확도는입력되는인자의설계와분류범주선정의합리

성에따라결과가달라지기때문에광범위한전문지식

이요구된다(Moisen et al., 2016; Franklin andAhmed, 2018).

딥러닝기반의 CNN알고리즘은머신러닝기반의알고

리즘과달리, 입력인자를주관적으로설계하고객체를

분류하는엔지니어링이필요하지않으며, CNN알고리

즘의컨볼루션레이어(convolution layer)의다층구조를

이해하면자료의정보를충분히활용하여객체를자동

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Krizhevsky et al., 2017; Liu et al., 2018).

반면, 원격탐사기술을활용한수종분류연구에서는

머신러닝및딥러닝모델의아키텍처개선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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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분류(classification)기반 딥러닝 모델(deep learning model)인 Inception과 SENet을 결합한 SE-

Inception을활용하여수종분류를수행하고분류정확도를평가하였다. 데이터세트의입력이미지는Worldview-

3와 GeoEye-1 영상을 활용하였으며, 입력 이미지의 크기는 10 × 10 m, 30 × 30 m, 50 × 50 m로 분할하여 수종

분류정확도를비교·평가하였다. 라벨(label)자료는분할된영상을시각적으로해석하여 5개의수종(소나무, 잣

나무, 낙엽송, 전나무, 참나무류)으로구분한후, 수동으로라벨링작업을수행하였다. 데이터세트는총 2,429개

의이미지를구축하였으며, 그중약 85%는학습자료로, 약 15%는검증자료로활용하였다. 딥러닝모델을활

용한수종분류결과, Worldview-3 영상을활용하였을때최대약 78%의전체정확도를달성하였으며, GeoEye-

1영상을활용할때최대약 84%의정확도를보여수종분류에우수한성능을보였다. 특히, 참나무류는입력이

미지크기에관계없이 F1은약 85% 이상의높은정확도를보였으나, 소나무, 잣나무와같이분광특성이유사한

수종은오분류가다수발생하였다. 특정수종에서위성영상의분광정보만으로는특징량추출에한계가있을

수있으며, 식생지수, Gray-Level Co-occurrence Matrix (GLCM) 등다양한패턴정보가포함된이미지를활용한

다면분류정확도를개선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입력 이미지의 크기, 영상

의촬영시기에등학습데이터세트의구성에따라분류

정확도를평가하고, 분류모델을개선한연구는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위성영상자료를활용하여다양한이미지크기의학습

자료를구성하였으며, CNN알고리즘을통해우리나라

주요수종분류에적합한모델구축을목적으로하였다.

2. 연구대상지 및 자료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대한민국 경기도에 위치한 국립산림

과학원의광릉시험림(37°43′44.39″N, 127°09′50.40″E)으

로 선정하였다. 광릉시험림은 32임반 569개 소반으로

구성되며, 산림분포는침엽수림(약 51%) > 활엽수림(약

33%) > 혼효림(약 16%)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지형분

포는표고가약 55–601 m로분포하며, 총면적의약 72%

가 300 m미만의 낮은 표고에서 분포하였으며, 경사는

최대 약 34°로, 대상지의 약 65%가 약 20° 미만의 완만

한경사로분포한다(NIFS, 2016; Fig. 1).

2) 연구자료

위성영상은상업용위성중서브미터(sub-meter)급의

공간해상도를 지닌 제공이 가능한 Wordveiw-3 (이하,

W-3)와GeoEye-1 (이하, G-1) 영상을활용하였다(Yan et

al., 2021). W-3와 G-1 위성영상은 공간해상도가 각각

1.24 m, 1.84 m이며, 4개의 멀티(multi) band와 팬크로매

틱(panchromatic) band 1개로구성된다(Fig. 2).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한 수종 분류 시, 계절적인 차

이로인해분광특성및식생분포패턴이다르기때문에

촬영시기가최대한유사하도록 2016년 6월 26일에촬영

된W-3와 2016년 4월 11일에촬영된G-1 자료를활용하

였다(Hutchinson et al., 2015; Karasiak et al., 2019). 한편,

Zhao and Zhu (2012)는위성영상을활용한식생분류연

구에서 Red, Near Infrared (NIR), Short Wave Infrared

딥러닝 모델 기반 위성영상 데이터세트 공간 해상도에 따른 수종분류 정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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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undary of the research area.



(SWIR) band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연구되었으며,

Red와 NIR band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식생지수인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를 계산

할때활용된다. 또한, Motohka et al. (2010)과Anderson et

al. (2016)은 Red, Green band를 활용한 Green and Red

ratio Vegetation Index (GRVI)를 산출하여 식생영역을

추출하는연구를진행하였다. 따라서, 식생영역추출에

서가장널리활용되는 NIR, Red, Green band의정보를

활용하였다.

딥러닝 학습에 활용된 수종별 라벨링 자료는 산림

청에서제공하는대축척수치임상도(1:5,000)를사용하

여구축하였다. 수치임상도는국내산림자원의분포현

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공간주제도로서, 임종, 임상,

수종, 영급, 경급, 소밀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Kim et

al., 2009).

딥러닝 모델 구축을 위한 Personal Computer (PC) 환

경은 하드웨어의 경우 Central Processing Unit (CPU)는

Intel (R) Core (TM) i7-7700K CPU@ 4.20 GHz, Random

Access Memory (RAM)은 32.0 GB, Graphic은 GeForce

GTX 1080으로구성하였다. 또한, 딥러닝(deep learning)

모델을구현하고개발을실행하기위하여구글(Google)

사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

(Tensorflow)를이용하였으며, 프로그램코딩언어는코

드의 호환성이 용이한 파이썬(Python)을 사용하였다.

텐서플로우는하드웨어환경에따라 CPU버전과GPU

버전을제공하고있어, 본연구에서는텐서플로우 1.8과

이에부합하는파이썬 3.6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3. 연구 방법

딥러닝모델에적용한수종분류를위해위성영상에

대한전처리작업을수행하였으며, 분류할수종을선정

하여 데이터세트를 구축하였다. 데이터세트는 이미지

크기에따른수종분류정확도를평가하기위해공간스

케일 10 × 10 m, 30 × 30 m, 50 × 50 m의이미지로분할하

여학습데이터와검증데이터를구축하였으며, 수종분

류정확도를비교·평가하였다(Fig. 3).

1) 영상의 전처리

W-3와 G-1 위성영상은 위성 탑제체의 높이의 차이

및 기울어짐 현상 등으로 생기는 오차와 지구의 곡률,

위성진행방향, 지구의자전등으로발생하는기하학적

오차를제거하기위해정사보정과기하보정을수행하였

다(Jin et al., 2010). 정사보정은제공된 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 (RPC) 자료와 국토지리정보원의 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기

하보정은 국토교통부의 연속지적도, 국토지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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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atellite images of the research area.



의항공사진을참조자료로활용하여도로의교차점, 인

공구조물등을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GCP)

을기준으로선정하여수행하였다. 영상전처리는Harris

Geospatial Solutions사의 Envi소프트웨어를 통해 수행

하였다.

W-3와 G-1 위성영상은 공간해상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Pan-sharpening기법으로공간해상도를 0.5 m로

일치시켰다. Pan-sharpening은 위성영상의 고해상도 팬

크로매틱 영상을 이용하여 저해상도의 다중분광 영상

의해상도를높이는기법으로, 본연구에서는선명도를

최대화하고색상왜곡을최소화하기위해Gram-Schmidt

방법을적용하였다(Yuhendra et al., 2011).

2) 딥러닝기법을 활용한 수종분류

(1) 데이터세트 구축

딥러닝모델구축에활용한데이터세트는딥러닝학

습 및 검증에 활용되는 입력 이미지와 이미지 각각의

‘참값’에해당되는라벨링자료로구성된다. 데이터세트

의구축을위해위성영상자료를수치임상도와각각중

첩하여 대상지 내 분포하는 33개의 수종 중 시각적 해

석이 가능한 5개 수종(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전나무,

참나무류)을 분류 범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미지 크

기별수종분류정확도를비교하기위해위성영상의격

자망은 3개 크기(10 × 10 m, 30 × 30 m, 50 × 50 m)로 설

정하였다. 우리나라 산림의 최소 면적 기준은 0.5 ha로

명시하고있으나, 산림분야의대표적인주제도인수치

임상도는 임분의 최소 구획면적을 인공림 기준 0.1 ha

(30 × 30 m)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30 × 30 m크기로설정하였으며, 격자망의크기에따라

딥러닝기반수종분류의정확도의증감유무를검토하

기위해추가적으로 10 × 10 m, 50 × 50 m의격자망을구

축하였다. 5개범주로구분한수치임상도와 3개격자망

을 중첩하여 ‘격자망 내 우점 수종의 면적비율이 80%

이상’인지역을랜덤으로추출하여데이터세트를구성

하였다.

데이터세트는육안판독을통해시각적해석이가능

한수종별이미지를추출하고, 수동으로각이미지의라

벨링 작업을 수행하여 구축하였다(Briechle et al., 2021).

딥러닝모델은 데이터세트가 많을수록 정확도가 증가

한다(Hartling et al., 2019). 하지만, 특정수종의훈련자료

만 많이 구축한다면 상대적으로 학습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He et al. (2020)은 수종별 최소 100개 이상의

학습자료 사용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학

습자료는소나무는 460개, 잣나무, 낙엽송, 참나무류는

500개를 구축하였으며, 분포면적이 작은 전나무는 69

개를 구축하여 총 2,029개의 학습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Pearse et al. (2021)은데이터세트중약 15% 이미지

를검증이미지로활용하여본연구에서도이와유사하

도록 400개의검증이미지를구축하였다.

(2) 딥러닝 아키텍처 구축

딥러닝 모델의 아키텍처는 Google사에서 개발한

Inception-V4와 2017년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ILSVRC)에서우수한성능을보인

SENet의아키텍처를활용하였다. Inception모델은독립

적인 4개의 층(Stem, Inception-A, Inception-B, Inception-

C)으로구성된다층네트워크로, 그중 3개의층은합성

곱층과활성화함수로구성되며, 마지막층은합성곱층

과풀링층(pooling layer)으로구성된다. Inception모델은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보다 깊은 네트워크망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구조는 병렬 형태로 구성되며,

1 × 1 크기의 합성곱층을 통해 매개 변수(parameter)의

양을줄여이미지연산량을감소시키고, 분석결과의과

적합문제를 완화시킨다(Spanhol et al., 2016). SENet은

Alexnet, VGGnet등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과는 달리,

block형태의구조로구성되며, 합성곱층의연산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를조절하는역할을수행한다. SENet

의장점은딥러닝아키텍처내의어떤층에도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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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verall research flowchart.



적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계산량에 비해 정확도 증

가량이높다는장점이있다(Hu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Inception-V4 4개의 독립층에 SENet

을 결합한 SE-Inception 모델을 활용하였다 . 기존의

Inception-V4 모델은 입력 이미지의 크기를 299 × 299
pixel크기로구성하였으나, 본연구에서활용한수종별

학습데이터의 이미지는 0.5 m급 해상도로 격자크기에

따라 각각 10 × 10 m, 30 × 30 m, 50 × 50 m이미지이기

때문에 학습모델에 따라 입력이미지의 크기를 20 × 20
pixel, 60 × 60 pixel, 100 × 100 pixel로 설정하였으며 ,

Softmax층의출력값을수종의개수에맞추어 5개로수

정하여적용하였다(Fig. 4).

(3) 이미지 학습 및 검증

딥러닝의학습결과는딥러닝모델이판단한수종명

과 각각의 확률 값이 출력된다. 이미지 학습 결과의 검

증·평가는학습자료로활용하지않은검증된수종별이

미지(검증이미지)를학습모델에입력하고, 학습모델의

출력결과를바탕으로, 입력이미지의 ‘참값’과출력결

과의확률값이가장높은수종과의혼동행렬(confusion

matrix)을작성하였으며, 수종별정밀도(precision), 포괄

성(recall), F1 (F-score), 정합성(또는일치율)으로학습모

델을 평가하였다(Table 1). 정밀도는 딥러닝 모델의 분

류결과가 육안 판독된 범주와의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식(1)), 포괄성은 육안 판독된

범주가딥러닝모델이분류한결과와얼마나일치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식(2)). F1은 정밀도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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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ep learning model architecture.

Table 1.  Confusion matrix for accuracy evaluation

Category
Model classification

Total
Positive Negative

Verification data
Positive True Positive (TP) False Negative (FN) TP + FN
Negative False Positive (FP) True Negative (TN) FP + TN

Total TP + FP FN + TN TP + FN + FP + TN



괄성을조합한값으로가중평균으로해석되며, 정밀도

와포괄성모두높아야값이높아진다(식(3); Maxwell and

Warner, 2020).

Precision =                         (1)

Recall =                           (2)

F1 = 2 ×                    (3)

Accuracy =                (4)

4. 연구 결과

1) 데이터세트의 수종별 시각적 형태 및 분광특성

데이터세트의수종별시각적형태는소나무의경우,

타 침엽수종에 비해 수관의 형태가 크고 울폐율이 높

으며, 가지가사방으로퍼진별모양의형태의특징을가

지고있다. 잣나무는수관의형태가원추형으로, 수관의

끝부분이예리하고눈송이처럼보이는형태를보인다.

또한, 잣나무는일반적으로, 식재열이뚜렷한형태를지

니고 있으며, 색조의 농도는 전나무와 함께 가장 짙다.

낙엽송은가지가하늘로뻗치며, 침엽수종중가장연한

색조를 보인다. 수관의 형태는 원추, 원통형 모양의 패

턴을지니며, 촬영시기가 4월인 G-1영상에서는활엽수

와 색조, 패턴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전나무는 잣나

무와 유사한 수관형태를 지니며 청록색계열의 잣나무

와달리, 전나무는녹갈색계열의색조를지닌다(Fig. 5).

수종별 분광특성 비교결과, W-3영상은 Red, Green,

Blue모두수종별분광값의분포가유사하였으나, NIR

band영역은 수종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참나

무류는 NIR band에서가장높은분광분포를보였으며,

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순으로 분광값이 높게

분포하였다. G-1은W-3와는달리, Red영역과NIR band

TP
TP + FP

TP
TP + FN

Precision × Recall
Precision + Recall

TP + TN
TP + TN + FP + 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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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ataset by image size.

Image size Species Worldview-3 GeoEye-1

10 ×10 m

Pinus densiflora

Pinus koraiensis

Larix kaempferi

Abies holophylla

Quercus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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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tinued.

Image size Species Worldview-3 GeoEye-1

30 × 30 m

Pinus densiflora

Pinus koraiensis

Larix kaempferi

Abies holophylla

Quercus spp.

50 × 50 m

Pinus densiflora

Pinus koraiensis

Larix kaempferi

Abies holophylla

Quercus spp.



영역에서수종별유의한차이를보였다. 특히, NIR band

에서는잣나무의분광값이가장높게분포하였으며, W-

3영상에서NIR band분광값이높았던참나무류와낙엽

송은낮은분포를보였다(Fig. 6).

2) 딥러닝모델의 학습결과

딥러닝모델의학습결과, W-3는 10 m, 30 m, 50 m크

기의이미지모두 200 epoch에서약 80% 이상의학습률

을달성하였으며, 700 epoch에서약 90% 이상의학습률

을달성하였다. 10 m이미지는 epoch가증가함에 loss의

값이안정적으로줄어들었으나, 700 epoch이후에도학

습률이 10% 내외의변동성을보여불안전한학습결과

를 보였으며, 마지막 1,000 epoch에서는 98%의 학습률

을 달성하였다. 30 m이미지는 122 epoch에서 loss값과

학습률의 변동이 최대 22%까지 높게 나타났으나, 400

epoch이후 Loss값과학습률의변동이줄어들어마지막

1,000 epoch에서는 100%의학습률을달성하였다. 50 m

이미지는 10 m와 30 m의 이미지와 비교할 때, 가장 높

은변동을보였으며, 234 epoch에서최대 27%의변동을

보였다. 400 epoch이후에는 30 m이미지와 동일하게

loss값과학습률의변동이줄어들어마지막 1,000 epoch

에서는 98%의학습률을달성하였다.

G-1은W-3영상과유사하게이미지크기와상관없이

200 epoch에서약 80% 이상의학습률을달성하였다. 10

m이미지는 100 epoch구간에서 loss와 학습률이 최대

12%의변동을보였으나, epoch가증가함에따라 loss의

값이 안정적으로 줄어들어 마지막 1,000 epoch에서는

99%의 학습률을 달성하였다. 30 m 이미지는 80–220

epoch에서 loss값과 학습률의 변동이 최대 25%까지 높

게나타났으나, 400 epoch이후 loss값과학습률의변동

이줄어들어마지막 1000 epoch에서는 99%의학습률을

달성하였다. 50 m이미지는가장높은변동을보였으며,

134 epoch에서최대 78%의변동을보였다. 400 epoch이

후에는 30 m이미지와 동일하게 loss값과 학습률의 변

동이 줄어들어 마지막 1,000 epoch에서는 92%의 학습

률을달성하였다(Fig. 7).

3) 딥러닝모델의 정확도 평가

검증 이미지를 활용한 W-3의 정확도 평가 결과, 혼

동행렬의전체정확도는이미지크기가 10 m > 30 m >

50 m순으로 분포하였으며, 각각의 정확도는 78.0% >

75.0% > 40.0% 로격자의크기가작을수록분류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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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pectral characteristics of datasets by satellite images.

Category Worldview-3 GeoEye-1

Spectral
characteristics

of species

R-IR graph



가높았다.

W-3의수종별분류정확도비교결과, 10 m크기의이

미지에서 F1은 잣나무와 전나무, 참나무, 30 m크기의

이미지에서는전나무와참나무가약 80% 이상의높은

정확도를보였다. 특히, 참나무는이미지크기에관계없

이 약 85%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한편, W-3영

상에서는잣나무의 F1이가장낮은분포를보였으며, 10

m크기의이미지에서는잣나무와낙엽송, 30 m크기의

이미지에서는잣나무와소나무, 전나무가혼동되었다.

Xi et al. (2019)는딥러닝모델의분류결과에서유사한분

광특성을가진수종은다른수종으로분류될수있다고

보고되고있으며, W-3영상에서잣나무는낙엽송, 소나

무와유사한분광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정확도가

타수종에 비해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W-3영상에서는 참나무류를 제외한 모든 침엽수종에

서이미지크기가증가할수록오분류사례가증가하는

경향을보였다. Fig. 5의W-3영상의수종별분포패턴을

보면, 5개의수종모두비슷한녹색의색조로분포하였

으며, Fig. 6의 수종별 분광특성도 G-1 영상과 비교해

볼때, 수종별차이는거의없었다. 이미지의크기가증

가할수록이미지내다수의수종이분포할확률이증가

하였으며이에따라, 수종별분포패턴이유사한W-3영

상에서는 타 수종이 포함될 확률이 적은, 크기가 작은

이미지를 활용할수록 분류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W-3영상의 수종별 오분류 확률은 5% 이상이기

때문에특히, 낮은정확도를보이는잣나무와낙엽송은

분류정확도의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잣나무를전나무로오분류한사례는전나무의

학습 이미지의 수가 적기 때문에 오분류 된 것으로 판

단되며, 추가적인학습이미지를구축한다면, 정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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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earning and verification results of deep learning model.

Image size Worldview-3 GeoEye-1

10 × 10 m

30 × 30 m

50 × 50 m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50 m크기의 이미지는

참나무류를 제외한 모든 수종이 최대 32.7%의 낮은 정

확도를보였다. Zhang et al. (2020)은딥러닝모델의분류

과정에서입력데이터의영역이너무크면추가적인잡

음(noise)을 발생시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였

으며, 이에따라 50 m크기의이미지는한수종내에여

러수종의정보를포함하고있어분류정확도가낮은것

으로판단된다.

G-1의정확도평가결과, 혼동행렬의전체일치율은

W-3 분류결과와는달리, 30 m크기의이미지에서 84.0%

로 전체 정확도가 가장 높았으며, 30 m > 50 m > 10 m

순으로분포하였다. W-3의분류정확도와비교해볼때,

50 m이미지의 전체 정확도는 W-3가 약 40.0%, G-1이

약 80.8%로약 40.8%의큰차이를보였다. 한편, 50 m이

미지의딥러닝모델학습률은W-3와 G-1 각각약 98%,

92%이기때문에분류정확도가낮은 50 m크기의W-3

는학습데이터의과적합문제로판단되며, 차후다양한

패턴을지닌데이터를추가적으로학습할필요가있다

(Hawkins, 2004).

G-1의수종별분류정확도비교결과, 이미지크기에

관계없이공통적으로낙엽송과참나무류의 F1이약 86%

이상높게분포하였다. Fig. 6의G-1 영상의수종별분광

특성을 보면, 낙엽송과 참나무류는 타 수종과는 달리,

분광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분류 정확도가

특히높은것으로판단된다. 또한, G-1 영상은W-3영상

과는반대로이미지크기가증가할수록침엽수종의오

분류 사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G-1 영상은 4월

에촬영된영상이기때문에, 수종별분포패턴은비생육

기의분포패턴과유사하다. 따라서, 침엽수종을제외한

대부분의수종이갈색의색조로분포하였으며, 이미지

크기가증가할수록갈색의색조가녹색의색조인침엽

수종의분포특성을강조해주기때문에침엽수종의오분

류사례가점차감소하는것으로판단된다. 한편, G-1 영

상에서는 50 m크기이미지에서전나무의 F1이약 40.6%

로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특히, 전나무를 잣나무

로오분류한사례가전나무오분류사례 36건중 35건이

발생하였다(Table 2, Table 3). Fig. 6의 G-1 영상의 수종

별분광특성을보면, 소나무와잣나무, 전나무의분광특

성이유사한분포패턴을보였다. 소나무의경우, 수관이

잣나무와전나무에비해크고울폐율이높은특성을보

이지만, 잣나무와전나무는공통적으로수관이비교적

작은원추형의형태이며, 색조도유사한분포패턴을보

였다. 따라서, 50 m크기의 이미지에서는 전나무와 분

포패턴이가장유사한잣나무로오분류된것으로판단

된다.

W-3와G-1 영상의수종별분류정확도를비교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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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ccuracy evaluation of species classification by satellite image

Image size Species
Worldview-3 GeoEye-1

Precision Recall F1 Precision Recall F1

10 × 10 m

Pinus densiflora 80.0 80.0 80.0 47.2 68.0 55.7
Pinus koraiensis 69.3 52.0 59.4 92.2 47.0 62.3
Larix kaempferi 69.2 72.0 70.6 98.8 80.0 88.4
Abies holophylla 75.8 100.0 86.2 75.8 100.0 86.2
Quercus spp. 93.3 98.0 95.6 76.2 99.0 86.1

30 × 30m

Pinus densiflora 63.1 82.0 71.3 54.7 70.0 61.4
Pinus koraiensis 61.4 51.0 55.7 95.6 65.0 77.4
Larix kaempferi 84.7 61.0 70.9 100.0 87.0 93.0
Abies holophylla 69.6 96.0 80.7 89.1 98.0 93.3
Quercus spp. 89.2 99.0 93.8 79.4 100.0 88.5

50 × 50m

Pinus densiflora 13.5 14.0 13.7 67.2 82.0 73.9
Pinus koraiensis 27.6 40.0 32.7 65.5 76.0 70.4
Larix kaempferi 27.3 15.0 19.4 96.9 95.0 96.0
Abies holophylla 0.0 0.0 0.0 73.7 28.0 40.6
Quercus spp. 76.6 98.0 86.0 91.5 97.0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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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유사한분광특성을가진수종들에서오분

류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eur et al. (2020)은 딥러닝기법을 활용한 수종분

류연구에서학습이미지에가시광선및NIR정보뿐만

아니라, GLCM을산출하여입력이미지로활용하였다.

또한, Fayek et al. (2017)과 Zhong et al. (2019)는학습데이

터의 양이 적은 경우, 딥러닝 모델에서 많은 양의 컨볼

루션레이어가필요하지않다고언급하였다. 따라서, 차

후연구에는식생지수, GLCM등다양한패턴정보가포

함된이미지를활용한수종분류연구와딥러닝모델의

아키텍처를 조절하여 수종분류에 맞는 최적의 딥러닝

모델개발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분류 기반의 딥러닝 모델인 SE-Inception

모델을기반으로W-3와G-1 영상에적용하여수종분류

정확도를평가하였다.

영상의 촬영시기가 6월에 해당하는W-3영상에서는

전체정확도가최대약 78%이며, 4월에해당하는G-1 영

상에서는 전체 정확도가 최대 약 84%로 분포하여 G-1

영상을활용하였을때분류정확도가더높았다. G-1영

상은 우리나라 생육기의 시작인 4월에 촬영된 영상이

기때문에수종별분포패턴이비생육기와유사하여하

층식생으로인한노이즈가적고, 수종별형태적특성이

강조되어정확도가높은것으로사료된다.

입력 이미지의 격자 크기에 따라 분류 정확도를 비

교·평가한 결과, W-3의 경우, 이미지 크기가 작을수록

분류정확도가높았으며, G-1은 30 m크기의이미지에

서전체일치율이 80.7%로가장높았다. 특히, W-3영상

에서는 50 m크기의이미지에서낮은정확도를보였는

데, 이는딥러닝의학습과정에서의과적합이발생한것

으로판단되며, 추가적인학습자료구축이필요할것으

로판단된다.

본연구에서활용한 SE-Inception모델은 50 m크기의

W-3영상을 제외한 모든 영상에서 전체 정확도 약 75%

이상을 달성하여 수종분류에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반면, 하나의입력이미지내에서 2개이상의수종이함

께분포하거나, 각수종별경계부에해당되는이미지를

분류할경우, 믹셀(mixcell)로인해정확도가감소하였다.

이러한단점은이미지분류딥러닝모델의구조적인단

점이기 때문에, 차후, 정확한 수종별 분포 면적 산출을

위해서는 semantic segmentation기반의 딥러닝 모델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딥러닝 모델의

입력이미지에식생영역감지에탁월한NIR band정보

를활용하였음에도불구하고소나무, 잣나무와같이분

광특성이유사한수종에서는오분류사례가많이발생

하였다. 수종별분광분포특성에서유의한차이가있음

에도 딥러닝 모델에서 NIR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딥러닝모델의구조적인문제로판단되며모델의

아키텍처개선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수종별

분포특성을강조할수있는식생지수, GLCM등다양한

패턴정보가 포함된 이미지를 활용한다면 분류 정확도

를개선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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