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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데이터 확장을 통한 토지피복분류 U-Net 모델의 성능 개선

백원경 1)·이명진 2)·정형섭 3),4)†

The Performance Improvement of U-Net Model for Landcover 
Semantic Segmentation through Data Augmentation

Won-Kyung Baek 1)·Moung-Jin Lee 2)·Hyung-Sup Jung 3),4)†

Abstract: Recently, a number of deep-learning based land cover segmentation studies have been
introduced. Some studies denoted that the performance of land cover segmentation deteriorated due to
insufficient training data. In this study, we verified the improvement of land cover segmentation
performance through data augmentation. U-Net was implemented for the segmentation model. And 2020
satellite-derived landcover dataset was utilized for the study data. The pixel accuracies were 0.905 and
0.923 for U-Net trained by original and augmented data respectively. And the mean F1 scores of those
models were 0.720 and 0.775 respectively, indicating the better performance of data augmentation. In
addition, F1 scores for building, road, paddy field, upland field, forest, and unclassified area class were
0.770, 0.568, 0.433, 0.455, 0.964, and 0.830 for the U-Net trained by original data. It is verified that data
augmentation is effective in that the F1 scores of every class were improved to 0.838, 0.660, 0.791,
0.530, 0.969, and 0.860 respectively. Although, we applied data augmentation without considering class
balances, we find that data augmentation can mitigate biased segmentation performance caused by data
imbalance problems from the comparisons between the performances of two model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help to prove the importance and effectiveness of data augmentation in various image
processing fields.
Key Words: Landcover, Semantic segmentation, U-Net, Data augmentation

요약: 최근딥러닝을활용한토지피복분류기법연구가다수수행되고있다. 그런데양질의토지피복학습데

이터를충분하게구축되지못하여성능이저하되는양상이확인되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데이터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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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토지피복지도는 지구표면의 지형지물을 정해진 기

준에따라서분류한주제도를나타낸다. 우리나라의경

우환경부에서 2022년현재전국을대상으로대(7항목)

–중(22항목)–세(41항목)분류항목의토지피복지도를제

공한다. 토지피복지도는 환경, 농업, 산림 등 우리나라

국토 관리와 관련된 전 분야에서 정책 수립 및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토지피복지도의 정확성과 갱신의 적시

성이매우중요하다. 이에따라우리나라토지피복지도

는 1998년부터현재까지항공, 위성자료와구축된수치

지도, 임상도의육안판독을기반으로하여지속적으로

갱신되고있다.

그런데, 이와같이육안판독을기반으로한토지피복

지도구축방법은작업자의판단에영향을받으며비효

율적이므로 기술적으로 토지피복을 분류하기 위한 연

구가다수수행되어왔다(Baek et al., 2017; Vali et al., 2020;

Liu et al., 2021; Yuan et al., 2021; Stoian et al., 2019; Lee and

Lee, 2020; 2021; Yu et al., 2021). 또한최근딥러닝기법은

새로운모델구조의개발과컴퓨터의연산능력확대그

리고빅데이터에대한접근성확대에따라계속해서그

성능이 개선되고 있다(Shorten and Khoshgoftaar, 2019).

Zhang et al. (2018)은 고해상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서포

트벡터머신(support vector machine)과 U-Net기반의딥

러닝 모델의 토지피복분류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테스

트데이터에대한픽셀정확도가 71.4%에서 85.2%만큼

향상되는사실을확인하였다.

학습데이터의양과클래스별균형은딥러닝모델의

성능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다. Lee and Lee (2022)는

항공영상 데이터 49,700장과 위성영상 데이터 300장을

활용하여토지피복분류를위한모델의성능을각각비

교하였다. 해당연구에서활용한항공영상데이터와위

성영상데이터에서각각가장낮은비율을차지하는클

래스는가로수와밭이었으며, 해당클래스에대해각각

0%와 2.4%의낮은분류성능을나타냈다. 해당연구에

서는이러한성능저하의주요원인은해당클래스에대

한학습데이터의부족과불균형에따른결과라분석한

바있다(Lee and Lee, 2022).

이처럼학습데이터의수가부족한경우다양한사례

를반영할수있는일반화된딥러닝모델을생성하는데

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제한된학습데이터샘플에대해데이터확장기법

이 적용된다(Kim et al., 2018). 이러한 데이터 확장은 보

유하고있는학습데이터에대해인위적인변화를적용

함으로써 학습모델의 일반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과적합을방지할수있으며최종적인딥러닝모델

의성능을향상할수있다.

일반적으로영상기반딥러닝에서적용되는데이터

확장기법은 필터링, 기하왜곡, 임의삭제, 색상 왜곡 등

이 존재한다(Shorten and Khoshgoftaar, 2019). 필터링은

일반적인영상처리분야에서널리사용되는기술이다.

블러링(blurring) 및샤프닝(sharpening)을위한필터를입

력데이터에 적용함에 따라 입력데이터의 특성에 대한

일반성을 증대할 수 있다. 기하왜곡은 다시 영상 반전,

회전, 크롭(cropping), 아핀(affine) 변환 등으로 구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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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의적용을통한토지피복분류성능의향상을확인하였다. 분류모델로는U-Net이활용되었으며 AI Hub에

서제공하는토지피복위성이미지자료를연구자료로활용하였다. 원본데이터로학습한모델과데이터확장

기법이적용된데이터로학습한모델의픽셀정확도는각각 0.905와 0.923이었으며평균 F1 스코어는각각 0.720

과 0.775로데이터확장기법을적용하였을때가보다우수한성능을나타내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원본학습데이터를활용하여학습한모델의경우건물, 도로, 논, 밭, 산림, 비대상지역클래스에대한 F1 스코

어가 0.770, 0.568, 0.733, 0.455, 0.964 그리고 0.830이었으며, 데이터 확장을 적용하였을 때에 각 클래스에 대한

F1 스코어는각각 0.838, 0.660, 0.791, 0.530, 0.969 그리고 0.860으로모든클래스에대해데이터확장이성능향상

에유효하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또한, 클래스균형에대한고려없이데이터확장을적용했음에도불구하고

데이터불균형에의한클래스별성능왜곡을완화할수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절대적인학습

데이터의 양이 증가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영상 처리 분야에서 데이터 확장 기법의

중요성과효과를증명하는기반자료의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한다.



수있으며학습데이터에존재하는위치편향(positional

bias)을완화하는데에효과적인것으로알려져있다. 임

의삭제는드롭아웃(drop-out)의접근방법과유사하게

영상 데이터를 지역적으로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딥러

닝모델이학습데이터에과적합되는것을방지한다. 색

상에 의한 편향은 영상 인식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발

생하는문제이다. 특히광학위성은촬영시기에따라태

양광의특성과대기의특성이달라지므로다양한조건

에 의한 색상 변화 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색상의

대비 변화, 화이트 밸런스 변화, 히스토그램 스트래칭

(histogram stretching) 등의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

용된다(Shorten and Khoshgoftaar, 2019; Wu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데이터 확장기법에 따른

위성영상을 활용한 토지피복분류 성능을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다. 성능비교를위하여기존연구에서활용한

자료와동일한 2020 토지피복위성AI데이터를활용하

였다(Ai Hub, 2020), 또한 해당 모델 중 가장 우수한 성

능을나타낸 U-Net구조에원데이터를활용한학습모

델과데이터확장을적용한학습모델의성능을비교하

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 확장방법은 향후 위

성영상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토지피복을 분류

할 때 분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2. 연구 자료

Table 1은본연구에서활용한연구데이터에대한주

요정보를나타낸다. 본연구에서는 2020년 Sentinel-2 위

성영상을 활용하여 구축된 토지피복 인공지능 학습데

이터를 활용하였다(AI Hub, 2020; Lee and Lee, 2021).

2020년에 구축된 자료는 총 300쌍의 입력 영상과 라벨

데이터로구성되어있다, 입력영상은 512 × 512의패치

형태로 생성되어 있으며, 각 입력영상 패치는 Blue,

Green, Red그리고Near infrared (NIR) 밴드를포함하고

있다. 입력영상의공간해상도는 Sentinel-2의가시광선

및근적외선(VNIR) 밴드의해상도를따라 10 m로구성

되어 있다. 라벨데이터는 건물, 도로, 논, 밭, 산림 그리

고 비대상 지역의 클래스를 포함하여 총 6개로 분류되

어 있다. 각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정해진 최소 면

적 기준은 도로, 건물, 논/밭 그리고 산림에 대해 각각

폭 36 m, 면적 10,000 m2, 50,000 m2, 100,000 m2로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잘 훈련된 딥러닝 모델은 라벨 데이터

에서비대상지로분류되어있는영역을실제클래스로

탐지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분할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 또한클래스의픽셀비율은건물, 도로, 논, 밭,

산림 그리고 비대상지에 각각 5.4%, 1.4%, 2.6%, 0.8%,

63.8% 그리고 26.0%로산림클래스에대해크게치우쳐

있었다. 이와같이불균형한데이터는학습한모델의성

능에 편향을 야기할 수 있다(Baek et al., 2022b; Johnson

and Khoshgoftaar, 2019). 보다 자세한 학습데이터에 대

한정보는 Lee and Lee (2021) 및AI Hub (2020)에서확인

할수있다.

3. 연구 방법

전체적인 연구 절차는 크게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할

수있다(Fig. 1). 1) 학습데이터샘플링, 2) 학습데이터에

대해데이터확장기법적용, 3) 딥러닝모델결정및학

습, 4) 성능비교(U-Net). 가장먼저랜덤샘플링을통하

여학습데이터와검증데이터그리고시험데이터로구

분하였다. 이들 데이터는 비교를 위한 모델에 모두 동

일하게적용된다. 학습데이터에대해데이터확장기법

을적용하였으며, 원본학습데이터만을활용하여학습

한딥러닝모델그리고해당학습데이터에대해데이터

확장기법을적용한이후학습한딥러닝모델의성능을

비교하였다. 각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과같다.

데이터 확장을 통한 토지피복분류 U-Net 모델의 성능 개선

– 1665 –

Table 1.  Principal information of study data

Data specification Contents
Data provision AI Hub
Data format Image data + Annotation data

The number of data 300 pairs
Source data Sentinel-2

Bands of image data Red, Green, Blue, NIR
Patch size 512 × 512

The number of classes
6

(Building, Road, Paddy field, Field,
Forest, and Unclassified area)



1) 데이터 확장 기법(Data Augmentation)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례의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딥러닝모델을학습한다면더우수하고일반적인모델

을생성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Halevy et al., 2009;

Chen et al., 2017). 하지만실제상황에대해다양한상황

의데이터를수집하고수동으로라벨링을하여충분한

양의데이터를구축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

다(Shorten and Khoshgoftaar,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구축된 학습데이터에 대해 임의의 기하 왜곡

(geometric distortion), 색상왜곡, 임의회전그리고임의

영역삭제(cut-off)의데이터확장기법을적용하였다.

Fig. 2는본연구에서데이터확장기법을적용한순서

를나타낸다. 가장먼저전체학습데이터에대하여N배

오버샘플링을 수행한다. 오버샘플링이 수행된 자료는

동일한데이터가 N번반복된다. N개의데이터에대해

서로다른각도의회전변환을적용한다. 이때유사한회

전각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각도를점진적

으로증가하였으며, 특정편차를가지는임의각도를함

께입력하였다. 회전이적용된학습데이터에대해아핀

변환을 적용하였다. 아핀 변환은 임의이동, 임의회전,

임의 전단 변형, 임의 스케일 변화를 적용하였으며, 각

변화량의 표준편차를 결정하여 변환량을 결정하였다.

색상확장은패치별, 밴드별로임의의선형변환계수를

결정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다시 한번 상하 반전, 좌우

반전, 90도회전, 180도회전그리고 270도회전을적용

하였다. 마지막으로 패치 내에 임의 크기 및 위치의 직

사각형영역을결정하고해당영역을삭제하는임의삭

제를적용하였다. 이과정을통하여학습모델이다양한

사례에대해정보를추출할수있는능력을확보하고과

적합을방지하도록하였다.

2) U-Net

데이터확장기법의효과를확인하기위하여가장일

반적으로 활용되는 영상 분할 모델인 U-Net구조를 활

용하였다(Ronneberger et al., 2015). U-Net은 입력데이터

로부터정보를추출하는인코더(encoder)와추출된정보

를 활용하여 최종 분할 맵을 생성하는 디코더(decoder)

가대칭하는형태를가지는모델이다. 인코더에서는합

성곱레이어와활성화함수를두번적용한뒤맥스풀링

(maxpooling)을 통하여 특성맵의 크기를 감소하는 과

정을반복한다. 한편디코더에서는역시합성곱레이어

와 활성화 함수를 두 번 적용한 뒤 업샙플링을 통하여

크기를감소하는과정을반복한다. 일반적인 U-Net구

조에서는 맥스풀링을 적용할 때마다 필터의 수를 두

배로 증가시켜 특성맵의 수를 두 배로 증가시킨다. 반

면, 업샘플링을 적용할 때마다 필터의 수를 반으로 줄

여 특성맵의 수를 줄인다. 이에 따라 인코더와 디코더

는 업샘플링과 맥스풀링을 제외하고 서로 구조적으로

대칭이다. 또한, U-Net의핵심은깊은층에서생성된특

성맵(feature map)과상대적으로얕은층에서생성된특

성 맵을 스킵연결(skip connection) 구조로 결합하는 것

이다. 일반적인합성곱신경망구조에서는반복되는합

성곱연산에 의하여 입력층에 가까운 정보들은 소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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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all data flow.

Fig. 2.  Data augmentation procedure adopted in this study.



된다. 이에 따라 학습을 수행할 때에 출력층에서 멀어

질수록가중치업데이트를위한기울기가작아져해당

레이어의 가중치를 적절하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어려

워진다. 이를 가중치 소실(gradient vanishing)이라 한다.

스킵연결구조를통하여정보의소실을완화함으로써

기울기 소실 역시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또한 깊은 계층에서 획득된

고급 정보와 얕은 계층의 경계 정보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Ronneberger et al., 2015). 이를 통해 패치가 가지고

있는문맥정보를충분히추출함과동시에원본과거의

유사한해상도의분류맵을생성할수있다(Baek, 2022;

Ronnenberger et al., 2016; Olivia, 2019).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U-Net의 구조를 나타

낸다. 512 × 512 크기의 4개채널의영상이그대로입력

데이터로써사용된다. 하나의인코딩블록과디코딩블

록은각각 3 × 3 컨볼루션연산–배치정규화–활성화함

수–드롭아웃(30%) – 3 × 3 컨볼루션 연산–배치 정규

화–활성화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인코딩 블록이 적용

된이후 2 × 2 맥스풀링연산이적용된다. 맥스풀링이적

용될때마다특성맵의크기는가로와세로방향으로각

각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각 맥스풀링 연산이 적

용될때마다필터의수는두배가되도록하였다(Baek,

2022; Ronnenberger et al., 2016; Olivia, 2019). 디코딩블록

이적용되기전에인코더의특성맵에대한스킵연결이

진행되며업샘플링과정역시함께적용된다.

3) 성능 평가 지표

데이터확장에의한성능향상효과를비교하기위하

여픽셀정확도(pixel 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

(recall), F1 스코어(F1 score)의 성능평가 지표를 활용하

였다(Yu et al., 2021; Baek et al., 2021a; 2021b; Lee et al.,

2020). 픽셀 정확도는 영상 내에서 정확하게 분류한 픽

셀과 전체 픽셀에 대한 비율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픽

셀정확도는매우일반적이고직관적으로성능을평가

할수있지만데이터불균형사례에서편향되는경향이

있다(Baek et al., 2021b).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

어는 이러한 픽셀 정확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정

밀도는특정클래스로분류한결과중실제로올바르게

분류한픽셀의비율을나타낸다. 특정클래스를정확하

게분류한픽셀의수를실제라벨데이터의해당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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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Net structure used in this study
No. Output feature map size The number of output channels Filter padding Name
1 512*512 4 - Input block
2 512*512 64 1, 1, 1 Encoding block 1
3 256*256 - 0 Max pooling 1
4 256*256 128 1, 1, 1 Encoding block 2
5 128*128 - 0 Max pooling 2
6 128*128 256 1, 1, 1 Encoding block 3
7 64*64 - 0 Max pooling 3
8 64*64 512 1, 1, 1 Encoding block 4
9 32*32 - 0 Max pooling 4
10 32*32 1024 1, 1, 1 Encoding block 5
11 32*32 1024 1, 1, 1 Decoding block 1
12 64*64 - 0 Up sampling 1
13 64*64 512 1, 1, 1 Decoding block 2
14 128*128 - 0 Up sampling 2
15 128*128 256 1, 1, 1 Decoding block 3
16 256*256 - 0 Up sampling 3
17 256*256 128 1, 1, 1 Decoding block 4
18 512*512 - 0 Up sampling 4
19 512*512 64 1, 1, 1 Decoding block 5
20 512*512 6 1, 1, 1 Output block



픽셀수로나누어재현율을나타낼수있다. 그리고 F1

스코어는정밀도와재현율의조화평균이다. 정밀도, 재

현율 및 F1 스코어는 불균형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정량적인성능평가가가능하며각클래스에대한성능

평가에도 적합하다(Baek et al., 2020). 또한, 모델 자체의

성능을평가하기위해 Precision-recall곡선과평균정밀

도(Average Precision)를활용하였다. Precision-recall곡선

은서로다른임계값에대한정밀도와재현율사이의관

계를시각적으로표현할수있다(Baek et al., 2021b). 그리

고평균정밀도는 Precision-recall곡선아래의영역으로,

정밀도와 재현율 사이의 관계를 정량화 할 수 있다. 평

균 정밀도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며 평균 정

밀도가 1에 가까울수록 더 우수한 분류 성능을 나타낸

다고할수있다.

4. 연구 결과

딥러닝모델의일반적인성능을평가하기위해서는

학습데이터와시험데이터의분할이중요하다. 또한모

델의 전체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이퍼파라

미터(hyperparameter) 미세조정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

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면 시험데이터에

대한과적합을판단하기가어렵다. 이를방지하기위하

여학습데이터중일부를선정하여검증데이터를생성

하였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 학

습데이터와시험데이터는 8:2의비율로샘플링하며, 검

증데이터는학습데이터에대해다시 8:2로분할하여구

축한다. 이에 따라 300쌍의 입력영상과 라벨 데이터에

대하여서로중복되지않게랜덤샘플링을통하여학습

데이터 64%(192쌍)와검증데이터 16%(49쌍) 그리고시

험데이터 20%(59쌍)를 구분하였다. 데이터 확장은 192

쌍의 학습데이터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다. 192장의 영

상에 대하여 임의 회전, 기하 왜곡, 임의 회전 및 반전,

색상 왜곡 그리고 임의 영역 삭제를 적용했다. 가장 먼

저 19배의데이터오버샘플링을적용했다. 데이터오버

샘플링이 적용된 데이터에 대하여 –45°에서 5°간격으

로최대±2.5°의편차를가지는임의각도를생성하였

으며결정된각도로임의회전을적용하였다. 19배확장

된학습데이터에대하여아핀변환을적용하였다. 이때

전단 변형과 회전각은 각각 3°와 0.3°의 편차를 가지도

록 하였다. 또한, 스케일 변화는 최대 ±20%까지, 위치

이동은최대±20 픽셀의편차를가지도록설정하였다.

색상 변환은 각 밴드별로 ±5%의 편차로 임의 선형변

환을적용하였으며, 영상내에서최소 20 × 30, 최대 40 ×
50의크기를가지는직사각형영역을임의삭제하였다.

또한전체학습데이터중 10%에대해서는임의삭제가

적용되지않도록하였다. 임의회전이나기하왜곡그리

고 임의 삭제에 의하여 원본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영

역에 대해서는 비대상 지역으로 간주하였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원본 학습데이터(Fig. 3(a1-c1))와

데이터확장을통하여생성된학습데이터(Fig. 3(a2-c4))

를 나타낸다. Fig. 3(a1-a4)와 Fig. 3(b1-b4), 그리고 Fig. 3

(c1-c4)는각각 RGB영상, Color infrared (CIR) 영상그리

고 라벨 데이터를 나타낸다. 이들 데이터는 모두 임의

의데이터확장기법을통하여산출되었다. Fig. 3(a2-c2)

는 학습데이터에 대해 임의 반전이 적용된 예시이며,

Fig. 3(a3-c3)은 약 90°의 회전과 임의 삭제가 적용된 자

료이다. 그리고 Fig. 4(a4-c4)는약 180°의회전이적용된

자료이다. 영상의 회전 및 위치 변환을 통하여 특정 위

치에 대한 과적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으며 색상 변환

을 통하여 색상에 대한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다. 동일

한 학습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한 데이터임에도 불구

하고데이터변환을통하여입력데이터의색상이변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터 변환을 통하여 다양

한 속성을 가진 학습데이터를 재생산하였으나 데이터

확장을 통하여 생성된 학습데이터는 여전히 검증데이

터와시험데이터에대해독립적이며, 확장된학습데이

터로학습한모델과원본학습데이터로학습한모델의

성능을비교함으로써데이터확장기법의성능개선영

향을평가할수있다.

Table 3은딥러닝모델의학습을위하여활용한주요

하이퍼파라미터를 나타낸다 . 두 모델에 대해 커널

(kernel) 초기화, 손실함수, 최적화함수, 미니배치크기,

에포크(epoch) 그리고 학습률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

되었다. 활용한 딥러닝 모델이 모두 rectified linear unit

(ReLU)을 활용하였으므로 커널 초기화를 위하여 He

Normal을활용하였다. 손실함수로는일반적으로U-Net

을활용한영상분할모델에서적용되는교차엔트로피

를활용하였다. 최적화함수는경험적으로가장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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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xamples of training data: original (a1-c1) and augmented training data (a2-a4, b1-b4, c1-c4), (a1-a4) RGB
image, (b1-b4) color infrared image, and (c1-c4) label data.



성능을 나타낸 Adam 함수를 활용하였다(Choi et al.,

2019; Joo et al., 2020). 미니 배치 크기와 에포크 수는 각

각 10 그리고 800회를적용하였다. 학습률은다수의적

용에따라원본학습데이터로학습한경우 0.0001을적

용하였다. 800회의학습이후검증데이터에대한두모

델의 픽셀 정확도는 각각 0.905 그리고 0.923으로 소수

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수렴하였다. 비교를 위한 최

종딥러닝모델은전체에포크의검증데이터에대한픽

셀정확도가가장높은모델을각각선정하였다.

Fig. 4는 시험데이터에 대한 분류 결과를 나타난다.

Fig. 4의 a1-d1과 a2-d2는 각각 시험 데이터의 RGB및

CIR영상의예시를나타내며 Fig. 4(a3-d3)은해당데이터

에대한라벨데이터를나타낸다. 그리고 Fig. 4의 a4-d4

와 a5-d5는각각원본데이터를활용하여학습한 U-Net

모델과데이터확장을적용한 U-Net모델을활용한토

지피복예측결과를나타낸다. 동일한구조의모델을활

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한 학습데이터에 따라 세부

적인분류결과의정확도가데이터확장기법의적용유

무에따라크게달라지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Fig.

4(a, d)의 하얀색 박스는 실제로 도로가 존재하는 지역

이지만 도로 어노테이션(annotation)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지역으로어노테이션이되지않은도로영역에대

해서 데이터 확장을 적용했을 때 더 잘 구분하는 것을

확인할수있었다. 또한해당영역에서비대상지역에대

해서도데이터확장을적용하였을때보다명확하게분

류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Fig. 4(b-c)는 6개의클래

스가모두확인되는자료이다. Fig. 4(b-c)의하얀색실선

박스에서데이터확장을적용했을때선형적이거나각

진 패턴의 토지피복이 잘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Fig. 4(b)의우측상단에서논지역에대해서

데이터확장을적용하였을때라벨데이터의형태를잘

복원하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이와유사하게 Fig.

4(c)의 하얀색 큰 하얀색 실선 박스에서 선형적인 형태

를나타내는도로지역에대해데이터확장을적용한모

델이보다명확하게분류하는양상을확인할수있었다.

여기서데이터확장을적용한모델이토지피복을분류

할 때에 경계 부에서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사실

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Fig. 4(b-c)의하얀색점선박

스는밭지역을표현한것으로데이터확장을적용했을

때에 밭 지역의 탐지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

터확장을적용한모델이경계부를명확하게구분하는

것뿐만아니라활용한패치내의문맥정보를정확하게

파악할수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

Table 4는토지피복분류를위한두딥러닝모델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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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principal hyperparameters of U-Net trained
by original and augmented data

U-Net
(original data)

U-Net
(augmented data)

Kernel initializer He Normal
Loss function Cross entropy
Optimizer Adam
Mini batch 10
Epoch 800

Learning rate 0.0001

Table 4.  Performance evaluation indices of the U-Net models trained by original and augmented data
Model Class Pixel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Mean F1 score

U-Net
(original data)

Building

0.905

0.879 0.685 0.770

0.720

Road 0.639 0.511 0.568
Paddy Field 0.689 0.782 0.733
(Upland) field 0.503 0.415 0.455

Forest 0.960 0.969 0.964
Unclassified 0.818 0.842 0.830

U-Net
(augmented data)

Building

0.923

0.835 0.840 0.838

0.775

Road 0.682 0.639 0.660
Paddy Field 0.760 0.826 0.791
(Upland) field 0.680 0.435 0.530

Forest 0.963 0.976 0.969
Unclassified 0.872 0.848 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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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dicted landcover maps: (a1-d1) RGB maps, (a2-d2) CIR maps, (a3-d3) label data, (a4-d4) predicted
landcover maps using U-Net, and (a5-d5) predicted landcover maps using U-Net trained by augmented data.



셀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등정량적인성능

을 나타낸다. 두 모델의 픽셀 정확도는 각각 0.905와

0.923으로 데이터 확장을 적용하였을 때에 약 0.018 높

은성능을나타냈다. 원본학습데이터를활용하여학습

한모델의경우건물, 도로, 논, 밭, 산림, 비대상지역클

래스에대한 F1 스코어가 0.770, 0.568, 0.733, 0.455, 0.964

그리고 0.830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데이터 확장을 적

용하였을 때에 각 클래스에 대한 F1 스코어는 각각

0.838, 0.660, 0.791, 0.530, 0.969 그리고 0.860으로확인되

어모든클래스에대해데이터확장을적용하였을때보

다우수한분류성능을확인할수있었다. 특히, 본연구

에서활용한학습데이터는각클래스에대한불균형이

매우 심한 데이터로, 가장 비율이 적은 밭 지역과 산림

지역에대한분류성능의편향이클것으로예상되었다.

원본학습데이터를그대로활용하였을때밭과산림의

F1 스코어 차이는 0.509였으며, 데이터 확장을 적용하

였을 때에는 그 차이가 0.439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각클래스별비율을고려하지않고데이터확장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확장을 적용하였을 때

데이터불균형에의한클래스별분류성능편향이완화

되는양상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사실을바탕으로

볼때에토지피복분류에대해서도데이터확장은성능

향상에 유효한 접근 방법이라 판단된다(Shi et al., 2022;

Nazi and Abir, 2018; Jin et al., 2020).

Fig. 5(a, b)는 시험 데이터에 대한 두 딥러닝 모델의

Precision-recall곡선과평균정밀도를나타낸다. 높은평

균정밀도를나타낼수록해당클래스에대한이분화성

능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Fig. 5(c)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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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cision-recall curves of U-net models trained by original (a) and augmented (b) data, (c) AP of two models
according to the pixelwise class proportion.



클래스의 픽셀 비율에 따른 AP성능 분포를 나타낸다.

두 모델에 대한 mean average precision (mAP)은 각각

0.970과 0.974로 거의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산림을제외한모든클래스에대하여평균정밀도가약

0.02–0.09만큼우수한성능을나타내는것을확인할수

있었다. 보다 자세하게 건물, 도로, 논, 밭, 산림 그리고

비대상지역에대한클래스별평균정밀도차이가 0.018,

0.091, 0.042, 0.087, 0.001 그리고 0.019로픽셀비율이가

장 낮은 밭과 도로 클래스에 대하여 가장 성능 향상의

폭이 컸다. 이는 데이터 확장을 통하여 픽셀 비율이 낮

은클래스의학습데이터양이증가되었기때문이다. 반

면 픽셀 비율이 많은 산림 클래스의 경우 이미 다양한

사례를포함하고있으므로그향상수준이미미한것으

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확장기법을 적용하면 토

지피복분류를위한딥러닝모델의데이터불균형문제

를완화할수있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다. 또한데이

터확장을통하여성능이개선되었음에도불구하고각

클래스에대한학습데이터의수가클래스별분류성능

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클래스 균형을 고

려한데이터확장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할것으

로보인다.

5. 결론

최근딥러닝을활용하여항공및위성영상으로부터

토지피복분류를하기위한연구가다수수행되고있다.

그런데딥러닝모델이일반적인성능을도출하기위한

양질의 토지피복 학습데이터를 충분하게 구축하는 것

은 시간과 노동 비용 소모가 크며, 부족한 학습데이터

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최근 데

이터 확장 기법의 적용을 통하여 영상 분할 모델의 성

능향상연구가진행된바있으며토지피복지도분류에

대해서도데이터확장기법이잘적용된다면보다효율

적으로토지피복지도를생산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데이터확장기법의적용을통한토지

피복분류성능의향상을확인하였다. 토지피복분류성

능에대한데이터확장기법의효과를확인하기위하여

기존에토지피복분류에가장우수한성능을낸것으로

확인된U-Net모델을활용하였다. U-Net구조에대하여

원본학습데이터로학습한모델과동일한원본데이터

에대해데이터확장기법을적용한학습데이터를활용

하여학습한모델의성능을비교하였다. 육안분석에따

라데이터확장기법을적용한모델이경계부의탐지성

능이나문맥정보를도출하는데에보다우수한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량적

으로 두 모델의 픽셀 정확도는 각각 0.905와 0.923이었

으며평균 F1 스코어는각각 0.720과 0.775로데이터확

장기법을적용하였을때가보다우수한성능을나타내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자세하게 각 클래스

별성능을비교하였을때에원본학습데이터를활용하

여학습한모델의경우건물, 도로, 논, 밭, 산림, 비대상

지역 클래스에 대한 F1 스코어가 0.770, 0.568, 0.733,

0.455, 0.964 그리고 0.830으로확인되었다. 한편, 데이터

확장을적용하였을때에각클래스에대한 F1 스코어는

각각 0.838, 0.660, 0.791, 0.530, 0.969 그리고 0.860으로확

인되어모든클래스에대해데이터확장을적용하였을

때보다우수한분류성능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데

이터불균형에대한추가적인고려없이데이터확장기

법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모델의 건물, 도로,

논, 밭, 산림 그리고 비대상지역에 대한 클래스별 평균

정밀도 차이가 0.018, 0.091, 0.042, 0.087, 0.001 그리고

0.019로픽셀비율이가장낮은밭과도로클래스에대하

여가장성능향상의폭이컸다. 이에따라데이터확장

을적용하였을때에데이터불균형에의한클래스별성

능 왜곡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지만이는데이터확

장을통하여픽셀비율이낮은클래스에대한학습데이

터의절대적인양이증가했기때문이라판단된다. 반면

픽셀 비율이 많은 산림 클래스의 경우 밭이나 도로 클

래스보다다양한사례를반영하고있으므로그향상수

준이미미한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반적

으로데이터불균형이클래스별분류성능에가장큰영

향을미친다. 따라서추후데이터불균형을고려하여데

이터확장을적용하였을때도로나밭클래스에대한추

가적인성능향상이기대된다. 본연구에서확인한데이

터확장기법의토지피복분류성능향상효과는단순히

토지피복분류연구에서적용될뿐만아니라다양한영

상처리분야에서데이터확장기법의중요성과효과를

증명하는기반자료의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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