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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딥러닝 기반 연기추출을 위한 구름 데이터셋의 전이학습에 대한 연구

김지용 1)·곽태홍 2)·김용일 3)†

A Study on Transferring Cloud Dataset for Smoke Extraction 
Based on Deep Learning

Jiyong Kim 1)·Taehong Kwak 2)·Yongil Kim 3)†

Abstract: Medium and high-resolution optical satellites have proven their effectiveness in detecting
wildfire areas. However, smoke plumes generated by wildfire scatter visible light incidents on the surface,
thereby interrupting accurate monitoring of the area where wildfire occurs. Therefore, a technology to
extract smoke in advance is required. Deep learning technology is expect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smoke extraction, but the lack of training datasets limits the application. However, for clouds, which
have a similar property of scattering visible light, a large amount of training datasets has been
accumula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moke extraction technique using deep learning,
and the limits due to the lack of datasets were overcome by using a cloud dataset on transfer learning.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transfer learning, a small-scale smoke extraction training set was made,
and the smoke extraction performance was compared before and after applying transfer learning using
a public cloud dataset. As a result, not only the performance in the visible light wavelength band was
enhanced but also in the near infrared (NIR) and short-wave infrared (SWIR).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lack of datasets, which is a critical limit for using deep learning on
smoke extraction, can be solved, and therefore, through the advancement of smoke extraction technology,
it will be possible to present an advantage in monitoring wildfires.
Key Words: Landsat-8, Smoke extraction, Deep learning, Transfer learning

요약: 중, 고해상도광학위성은산불발생지역의탐지에대해그효용성이입증되었다. 그러나산불과함께발

생하는연기는지표에입사하는가시광선을산란시키므로산불발생지역의모니터링에방해가되며따라서연

기를사전에추출하는기술이필요하다. 딥러닝기술은연기추출의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으나, 학습용데이

터셋의부족으로인해적용에한계가있다. 반면에연기와유사하게가시광선을산란시키는성질을지닌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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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산불의연중화와대형화로인해, 산불발생지역

에대한모니터링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2019년고

성-속초에서발생한산불(소실면적약 2,000 ha)을이례

로, 2020년안동(소실면적약 2,000 ha)과 2022년울진-삼

척(소실면적 20,000 ha이상)에서산불이차례로발생하

였다. 산림청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산불의평균소실면적은 2,314 ha로 2012년부터 2018년

까지 평균 소실면적 561 ha의 4배에 달한다. 이러한 산

불의연중화및대형화는세계적인추세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00 ha의 면적을 소실한 호주 및 2018

년부터거의매년대형산불이발생하고있는캘리포니

아의경우를통해서산불의연중화및대형화를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불발생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모

니터링시스템의필요성이증대되고있으며, 대상지역

을접촉없이관측할수있는원격탐사의적극적인활용

이논의되어왔다.

산불발생지역에필연적으로존재하는연기는지표

에 도달하는 가시광선을 산란시키기 때문에 원격탐사

기반산불모니터링의주요장애요소이다. 산불모니터

링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처리과정으로 연

기를추출하고제거하는기술이적용되고있다. 다중임

계값설정(multi-thresholding)은기존연기추출연구에서

활용되는방법으로, Xie et al. (2007)은moderate resolution

imaging spectroradiometer (MODIS) 파장대역의 밝기온

도(brightness temperature)에임계값을설정하여연기를

분리해냈다. 임계값은 총 8개의 파장대역의 조합을 통

해 4번 적용되었으며 각각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픽

셀을대상으로연기객체를분리해냈다. Li et al. (2001)은

advanced very high resolution radiometer (AVHRR)영상을

이용하여 다중 임계값과 인공신경망을 같이 적용하여

연기를추출하였으며, 비슷하게 Li et al. (2015)은MODIS

영상에다중임계값설정을통해서학습데이터를생성

한후, 이를인공신경망에투입하여연기를추출해냈다.

그러나다중임계값설정은넓은범위의파장대역을

요구하며, 이를충족하는MODIS와같은위성영상들이

낮은공간해상도를가진다는점에서한계를보인다. 최

근에는영상내객체추출에뛰어난성능을보이는합성

곱 인공신경망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Wen and Burke (2021)

는GOES-2 정지궤도위성에 U-Net을활용하여연기를

추출해냈으며, Wang et al. (2022)은 Landsat-8 operational

land imager (OLI)/thermal infrared sensor (TIRS) 위성에

U-Net을 활용하여 연기를 추출한 후, Landsat-8 위성의

여러 파장대역을 이용하여 연기추출에 가장 효과적인

파장대역의 조합을 실험하였다 . 그 결과 R, G, B에

SWIR-2 파장대역을이용하는것이연기추출에가장효

과적이었다.

딥러닝을이용한연기추출의효과를보여주는다양

한연구가존재하지만, 실제로적용에는한계가존재하

는데이는학습용데이터셋의부족에서기인한다. 연기

추출학습용데이터셋은지상에서촬영하였거나(Khan

et al., 2021; Yuan et al., 2019), 저해상도위성영상에기반하

였다는한계점을가진다(Wen and Burke, 2021). Sentinel-2

을이용하여 10~20 m급의해상도를가져도(Mommert et

al., 2020),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연기를 대상으로 도심

에서취득한영상을이용하였으므로산불로발생한연

기에적용하기에는한계가존재한다.

본 연구는 산불 모니터링을 위한 전처리 과정의 일

환으로딥러닝기반의연기추출기술을구현하고자하

였다. 구체적으로다량의데이터셋이존재하는구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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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현재까지다량의학습용데이터셋이축적되었다. 본연구는딥러닝을활용하여연기추출을고도화하는것

이그목적이며, 그과정에서데이터셋의부족에따른연기추출의한계점을구름을활용한전이학습으로해결

했다. 전이학습의효율성확인을위해본연구에서는 Landsat-8 위성영상을기반으로연기추출학습용데이터

셋을소규모로제작한후, 공공구름데이터셋을활용하여전이학습을적용하기전과후의연기추출성능을비

교하였다. 그결과가시광선파장대역뿐만이아니라근적외선(NIR)과단파장적외선(SWIR) 영역에도전이학

습시성능이뚜렷하게향상됨을확인할수있었다. 본연구결과를통해서연기추출의데이터셋의부족을해결

할수있을것으로보이며, 더나아가연기추출의고도화를통해서산불발생지역의모니터링에이점을제시할

수있을것이다.



이터셋을이용한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을이용하여

연기추출을위한학습용공공데이터셋의부재를극복

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전이

학습적용전, 후의연기추출성능을각각비교하였다.

2. 전이학습을 이용한 연기추출

1) 전이학습

본연구에서는연기추출학습용공공데이터셋의부

재를다량의구름데이터셋을활용한전이학습으로해

결하였다. 전이학습은 특정 용도로 학습된 모델을 다

른용도로전이하여학습의시작지점으로사용하는학

습방식을의미한다. 전이학습은상대적으로적은양의

데이터셋으로학습을가능하게하며, 학습시간또한단

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격탐사 분야는 해당

분야의딥러닝활용가능성에비해서데이터셋이부족

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이학습이 활발하게 적용

되고있다. Wang et al. (2018)은아르헨티나의작물재배

량을사전학습후전이학습하여브라질의작물재배량

을예측했으며, Xie et al. (2016)은주간에서야간불빛영

상으로사전학습시킨뒤이를전이학습하여빈곤층분

포데이터의부족을해결하였다.

전이학습을적용하기위해서는먼저두데이터셋에

유사성이전제되어야한다. 구름과연기는미(mie) 산란

을 일으킨다. 미 산란이란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과

비슷할 경우 일어나는 산란으로, 미 산란은 레일레이

(rayleigh) 산란에비해서파장의영향을덜받는다. 이는

곧구름과연기객체가영상에서유사하게높은밝기값

으로나타나게하며, 가시광선대역의위성영상에서두

객체가 유사한 특성을 보이도록 한다. 그러나 두 객체

는파장대역에비례하여차이가증가한다. 두객체는결

정적으로수분의양에따라서차이가발생하는데, 구름

은대부분이물로이루어져있지만연기는수분의함량

이 상대적으로 적다. SWIR파장대역은 NIR파장대역

과함께수분에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에해당파장대

역에서 구름객체는 반사되어 밝게 나타나고 연기객체

는투과되어감지되지않는다.

또한구름은연기에비해다량의학습용데이터셋이

축적되었다. Cloud-Net (Mohajerani and Saeedi, 2019) 데

이터셋은 95장의 Landsat-8 구름영상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구름이존재하는픽셀과존재하지않는픽셀두개

의클래스로의미론적분할을목적으로한다. SPARCS

(Hughes andKennedy, 2019) 데이터셋은 80장의 Landsat-

8 영상에구름, 구름그림자, 수계위의구름그림자, 수

계, 빙하, 지표총 7가지의클래스를포함한라벨쌍으로

구성되는데이터셋이다. 이처럼연기와의유사성에더

불어 다량의 데이터셋을 포함한다는 구름 데이터셋의

장점을통해서전이학습을구현할수있었다.

전이학습은 Fig. 1과같은방식으로진행되었다. 비교

군은 총 세가지로, 연기 데이터셋 만으로 학습된 모델

과구름데이터셋으로사전학습을진행후, 전이학습을

통해연기데이터셋으로학습을진행시킨모델, 그리고

ImageNet을이용하여사전학습을진행후, 전이학습을

통해연기데이터셋으로학습을진행시킨모델이다. 먼

저구름데이터셋으로사전학습을진행시킨모델은각

픽셀에대해서구름이존재하는지여부를 0과 1로나타

내도록학습시켰다. 즉사전학습모델은구름을픽셀단

위로이진분류하며, 연기데이터셋의추가학습을통해

서구름객체의특성을추출하는부분이연기객체의특

성을추출하도록전이되었다.

구름데이터셋으로사전학습후전이학습적용전후

만을 비교하여 판단하기에는 구름 데이터셋의 수량이

연기데이터셋의수량에비해서 30배가량많다. 본연구

에서사용한합성곱신경망기반모델의경우입력자료

의수에따라그성능이유의미하게달라진다. 즉사전학

습과정에서데이터셋의단순증가가성능향상에영향

딥러닝 기반 연기추출을 위한 구름 데이터셋의 전이학습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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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flowchart of transfer learning.



을미칠수있으며사전학습을적용한연기추출과사전

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연기추출의 성능비교 타당성에

의문을제기할수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구름데이

터셋을이용한전이학습외에도 ImageNet을이용한전

이학습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ImageNet은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ILSVRC) 2012년

에 사용된 데이터셋으로 1,281,167장의 학습 데이터와

50,000장의검증데이터, 그리고 100,000장의평가데이

터를 포함한다. ImageNet은 computer vision (CV) 분야

에기반한데이터셋이지만, 원격탐사분야에서도사전

학습을위한데이터셋으로범용성있게사용된다. 따라

서 ImageNet을이용하여전이학습을진행할경우구름

과 연기객체의 유사성과 관계없이 단순한 데이터셋의

증가로 인한 성능향상을 확인할 수 있다. ImageNet은

그러나구름데이터셋과는다르게픽셀단위가아닌영

상전체를분류하는목적의데이터셋이므로전이학습

과정에서 마지막 분류를 담당하는 완전연결계층(fully-

connected layer)를 제거한 후, 모델의 나머지 부분을 연

기객체의특성을추출하도록전이하였다.

2) 딥러닝 모델

모델의목적은연기데이터의의미론적분할(semantic

segmentation)로 설정하였다. 의미론적 분할이란 영상

에 있는 픽셀들을 특정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를위해서는객체가특정클래스로분류됨과동시에객

체를구성하는픽셀들의위치정보가유지되어야한다.

의미론적분할을성립시키기위해서 fully convolutional

network (FCN)이 제시되었다(Long et al., 2015). FCN은

모델을 지난 후, 학습 결과물 분류를 담당하는 완전연

결계층을모두합성곱으로변환하였다. 이를통해서분

류된픽셀들의공간정보를잃어버리지않도록할수있

었다. 이렇게 특성과 공간정보를 추출한 후, 업샘플링

(upsampling)과정을거쳐서의미론적분할을달성할수

있다. U-Net은의미론적분할을위한모델로, 투입패치

의 특징을 추출하는 인코더(encoder)와 추출한 특징을

바탕으로 각 픽셀의 공간정보를 재구성하는 디코더

(decoder)구조로 나뉘는 것이 특징이다(Ronneberger et

al., 2015). U-Net은 잔차연결(skip-connection)을 적용하

였는데, 잔차연결은인코더과정에서생성된영상을디

코더로 전이하여 투입하는 과정으로 인코더에서 소실

되는공간정보를업샘플링과정에서유지할수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U-Net을 기반으로 변형된 모델(Fig. 2)

을사용하였다. U-Net은 572×572에 1개의채널을가지

는흑백영상을투입데이터로사용한다. 그러나본연구

에서는 384×384 크기의데이터를사용했으며, Landsat-

8 위성의 R, G, B, NIR, SWIR-2 파장대역을이용하여연

구를진행하였으므로투입데이터의크기와채널수를

384×384×3과 384×384×4로조정하였다. 또한 U-Net

에서는합성곱과정에서패딩(padding)을넣지않아서투

입데이터에비해산출데이터의크기가줄어든다는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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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el structure.



징이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패딩을 1 추가하여투

입데이터와산출데이터의크기를일치시켰다. 모델에

R, G, B파장대역은 384×384×3의크기로투입했으며,

NIR과 SWIR-2 파장대역을추가로활용시 384×384×4

의 크기로 투입했다. 결과물은 384×384×1의 크기로

산출되며, 결과물은라벨패치와손실함수(loss function)

를통해서비교후역전파된다.

3. 실험 설계

1) 실험 지역 및 데이터 취득

(1) Landsat-8 OLI/TIRS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기추출에 자주 사용되는

MODIS, AVHRR과 같은 영상들보다 높은 공간해상도

를가진Landsat-8 OLI/TIRS위성을이용하였다. Landsat-

8 OLI/TIRS은 2013년 2월 11일에발사된중해상도광학

위성으로 30 m공간해상도를 가지는 가시광선과 15 m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전정색 영상을 포함하여 근적외

선과단파적외선을감지하는OLI센서와 100 m의공간

해상도로열적외선을감지하는 TIRS두가지센서로이

루어졌다. 두센서는총 11개의파장대역을가지는밴드

들을제공하며각밴드들의파장대역은 Table 1과같다.

Landsat-8 위성은 16 bit의방사해상도를가지므로단일

픽셀의 밝기값을 65,536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Irons et

al., 2012). 또한 Landsat-8 위성은 USGS EarthExplorer를

통해 공공에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에 대

한 접근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셋의 생성 및 수

정이용이하다. 본연구에서는사전학습을위해서기존

데이터셋을 수정해서 사용했기에 이러한 특성을 가진

Landsat-8 영상을이용하였다.

(2) 구름, 연기 데이터셋 취득

연기영상들은 캘리포니아 산불사례를 통해서 취득

하였다. 캘리포니아는 북아메리카의 서부에 위치하여

지중해성기후를띈다. 따라서겨울이지나고 3월이후

부터는 여름이 될 때까지 건조한 기후가 지속된다. 여

름에기온이올라가게되면수분을잃은수목들이불이

붙기 좋은 상태가 되며, 이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산불

이 발생한다. 특히 2018년 이후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뭄이심화되고있으며거의매년초대형산불이발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산불 사례 중

2018년과 2021년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2018년 사례에

서는 두 개, 2021년 사례에서는 세 개의 영상을 취득하

였다. 각영상의취득중심점은 Fig. 3과같다. 취득된영

상은 Fig. 4로나타냈으며, 각각의영상에대응하는메타

데이터는 Table 2와같다. 취득은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의EarthExplorer을통해서 Landsat-8 OLI/

TIRS의 Level-1 영상을취득하였다. 연기영상중에서구

름을포함한영상은배제되었으며, 화면전체가연기로

덮여있거나연기의양이너무적어라벨링이무의미한

영상역시배제되었다. 그결과총 5장의 Landsat-8 위성

영상을취득하였다. 또한다섯장의캘리포니아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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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patial resolution of bands in Landsat-8 OLI/
TIRS satellite

Bands Resolution
Band 1 – Coastal 30 m

Band 2 – Blue 30 m
Band 3 – Green 30 m
Band 4 – Red 30 m
Band 5 – NIR 30 m

Band 6 – SWIR 1 30 m
Band 7 – SWIR 2 30 m

Band 8 – Pan 15 m
Band 9 – Cirrus 30 m
Band 10 – TIR 1 100 m
Band 11 – TIR 2 100 m Fig. 3.  Image sites.



한장의 2019년시베리아연기영상이추가되었는데, 이

는 해당영상에 나타난 연기객체의 경계면이 뚜렷하여

모델의레퍼런스로사용하기위해서이다. 각각의영상

들은 ENVI소프트웨어로 옮겨졌으며, R, G, B파장대

역과 SWIR-2 파장대역을비교하여연기객체를확인하

고직접라벨링을진행하였다. 그결과 Fig. 4와같은 6장

의영상, 라벨쌍을얻었다. 6장의영상중에서 5장은학

습과 검증에 사용되었으며, Fig. 4의 마지막 영상은 학

습결과물평가에사용되었다.

연기데이터셋취득이후사전학습에사용할구름데

이터셋을 취득하였다 . 구름 데이터셋은 Cloud-Net

(Mohajerani and Saeedi, 2019)을사용했다. 구름데이터셋

의취득에는지역적특성이고려되었다. 연기데이터셋

은 캘리포니아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취득하였기 때문

에특정지역에서발생하는연기의특성만을대표한다.

따라서전이학습을통해서연기데이터셋의추출성능

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모든지역의특성을대표할수

있거나단일지역의특성을대표할시에는해당지역이

연기 데이터셋 취득 지역과 일치해야 한다. 구름 데이

터셋은 95장의구름을포함한 Landsat-8 영상으로구성

되었다. 각 영상을 취득한 위치는 Fig. 3과 같으며 95장

의영상모두북아메리카와남아메리카북부, 그리고그

린란드에서취득되었다. 즉캘리포니아에서취득한연

기데이터와지역적특성이일치하며사전학습에사용

될데이터셋으로적합하다. 사전학습을위해서는데이

터셋 자체의 수량 또한 충분해야 한다. 연기 데이터셋

은 95장의 영상을 포함하며 이 영상들이 라벨과 함께

384×384의 크기로 쪼개져 학습용은 총 34,701장, 검증

용은총 9,201장의패치들로구성되었다. 이는 6장으로

구성된연기데이터셋의 16배에가까운양이다. 따라서

Cloud-Net은사전학습에이용되기에적합하다.

(3) 데이터셋 전처리

영상취득이후사전학습에적용하기위해서두가지

의 전처리과정을 거쳤다. 첫 번째로 구름 데이터셋 파

장대역조합을조정했으며, 두번째로영상을분할하고

데이터셋을정제했다. 먼저파장대역조합의조정을위

해서다음과같은추가영상취득과정을거쳤다. Cloud-

Net은 R, G, B, NIR네개의파장대역을제공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WIR-2 파장대역을데이터셋에추가했다.

따라서 USGS의 EarthExplorer을 이용하여 각각의 학

습용 영상에 대응하는 SWIR-2 영상을 추가로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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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age and label pairs: (a) Images, (b) Labels.

Table 2.  Image metadata
ID Usage Site Lat, Lon

LC08_L1TP_042033_20210830_20210909_01_T1 train California 38.9° –118.6°
LC08_L1TP_042034_20180806_20180815_01_T1 train California 37.5° –119.0°
LC08_L1TP_044032_20210828_20210901_01_T1 validation California 40.3° –121.2°
LC08_L1TP_044033_20181108_20181116_01_T1 train California 38.9° –121.7°
LC08_L1TP_090083_20191113_20191202_01_T1 train Siberia –33.1°  150.3°
LC08_L1TP_044033_20210828_20210901_01_T1 test California 38.9° –121.7°



였으며, SWIR-2 파장대의 취득이 불가능한 영상은 제

외되었다. 그 결과 총 73장의 SWIR-2 영상을 취득했으

며 해당 영상은 기존 구름 데이터셋에 합쳐졌다. 이때

73장의영상중에서 62장이북아메리카영상이었고, 그

린란드 8장, 남아메리카 3장이었다. 73장의영상중에서

66장은학습용으로, 7장을검증용으로사용하였다.

취득후구름과연기데이터셋을모델에투입하기위

해서모든영상들을 384×384의크기로잘라냈으며이

과정에서데이터의정제를위해서패치전체에구름객

체가없는데이터는제거되었다. 이는라벨의밝기값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라벨의 모든 픽셀이 밝기값 0

을 가질 경우 객체가 없는 데이터로 판단하였다. 또한

영상이마름모형태로정렬되어있으므로패치로자르

는과정에서영상의모서리에검정색으로밝기값이없

는픽셀이나타났는데, 이런모서리픽셀의양이지나치

게많아전체픽셀의 75% 이상을차지하는패치역시제

거되었다. 그결과학습용패치는 14,847장, 검증용패치

는 2,030장이었다. 연기데이터셋역시동일한전처리과

정을거쳤다. 4장의학습용영상, 1장의검증용영상모

두라벨과함께 384×384의크기로잘라냈으며, 라벨기

준모든픽셀의밝기값이 0인패치는제거되었다. 그결

과 479장의 학습용 패치와 43장의 검증용 패치를 취득

하였다. 학습용패치기준연기데이터셋의수량은구름

데이터셋의 3.2%였다. 두데이터셋의비교는 Table 3과

같다.

2) 학습 파라미터 설계

손실함수로는이진교차엔트로피(binary cross entropy)

를 사용하였다. ti는 라벨 영상의 실제값이며, yi는 학습

결과물의예측값이다. 본연구의목표는연기객체의존

재여부를 0과 1의이진으로분류하는것이므로, 실제값

은 0과 1로나타나게된다. 만일실제값이 0이라면학습

결과물은 0에 가까울수록 손실함수가 작아지며, 실제

값이 1이라면학습결과물이 1에가까울수록손실함수

가작아진다. 따라서손실함수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

역전파를 실시할 경우 대상객체를 탐지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킬수있다.

Loss = – (ti × lnyi + (1 – ti) × ln(1 – yi))      (1)

학습을위한파라미터와함수들은 Table 4와같다. 해

당 파라미터들은 구름추출의 사전학습 및 전이학습을

적용하지 않은 연기추출에 사용되었다. 활성함수는

rectified linear unit (ReLU)을 사용하였으며, 최적화 함

수(optimizer)은 Adam으로 설정하였다. 학습률(learning

rate)은 0.001, 배치 크기는 7, 에폭(epoch)은 300으로 경

험적으로 설정하였다. 결과물은 모든 에폭을 지난 후

검증데이터셋으로모델을평가하여가장낮은손실함

수를 가진 모델을 채택하였다. 모델 투입 후 결과물은

픽셀단위로시그모이드(sigmoid) 함수를이용하여 0~1

값으로옮겨졌으며, 임계값을 0.5로설정하여대상객체

의존재여부를판단하여 0과 1의이진결과물로산출하

였다.

사전학습을위한파라미터설정이후, 전이학습을위

한학습파라미터를새로설정하였다. 이는사전학습에

사용된구름데이터셋과 ImageNet의수량이연기데이

터셋의양보다많기때문이다. 학습률이지나치게높다

1
N

N
∑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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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cloud and smoke dataset
Datasets Number of Images Number of Patches Band Combination Sites

Cloud
Train 66 Train 14,847

R, G, B
R, G, B, NIR

R, G, B, SWIR-2

North America: 62
South America: 3

Greenland: 8Val 7 Val 2,030

Smoke
Train 4 Train 479 North America: 4

Russia: 1Val 1 Val 43

Table 4.  Hyperparameter values
Hyperparameters Value

Activation function ReLU

Loss function Binary
Cross Entropy

Optimizer Adam
Kernel size 3 × 3

Learning rate (fine-tuned) 0.001 (0.0001)
Batch size 7

Epoch (fine-tuned) 300 (100)



면연기도메인으로과적합(overfitting)될위험이있으며,

반대로지나치게낮다면학습결과물이국소값에수렴

할 수 있으므로,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적절한 학습률

을경험적으로설정해야한다. 학습률은시행착오를통

해서 0.0001로설정되었으며, 이는기존학습률의 1/10

크기이다. 또한에폭역시 100으로하향조정되었는데,

이는전이학습을적용할경우가적용하지않았을경우

보다 더 빠르게 수렴하여 동일한 에폭을 설정 시 과적

합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학습률과 에폭을

적용하여 모델에 구름 및 ImageNet을 사전학습한 후,

연기 데이터셋을 추가로 학습시켜 전이학습을 구현하

였다.

3) 평가 방법

평가는 Table 5의 오차행렬에 기반하여 실시하였다.

오차행렬은예측된값과실제값을비교하기위한표로,

Table 5에서 actual은실제값이참인지의여부를, predicted

는 예측값이 참인지의 여부를 나타낸다. 따라서 TP는

예측값이참이고실제값도참인픽셀의수를의미하며,

FP는 예측값은 참이지만 실제값은 거짓인 픽셀의 수

를나타낸다. 본연구에서사용한평가지표들은정밀도

(precision), 재현도(recall), f1-score이며 Table 5의오차행

렬에기반하여생성된지표이다.

정밀도 =                           (2)

재현율 =                           (3)

F1-score =               (4)

정밀도는모델이참으로분류한픽셀중에서실제로

참인픽셀의비율이며, 재현율은실제로참인픽셀들중

에서모델이참으로예측한비율이다. 정밀도가높고재

현율이낮다면모델은연기객체에둔감하게반응하며,

역으로정밀도가낮고재현율이높다면모델은오탐지

율이 높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정밀도와 재현율은 서

로 trade-off관계이며, 종합적으로 평가할 지표가 필요

하다. F1-score은 정밀도와 재현율을 조화평균 한 값이

며 F1-score을사용시두지표를모두반영하여모델을

평가할수있다.

4. 실험 결과

1) 사전학습 결과 분석

전이학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학습에 사용된

모델과데이터셋, 그리고평가방법론의독립적인성능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전학습 모델의 성능이 저조

할 경우 전이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전이학습전에사전학습된모델과데이터셋의

성능평가를진행하였으며그결과는 Fig. 5의 (a), (b), (c),

(d), (e) 및 Table 6와 같다. 학습결과 모든 파장대역에서

F1-score이 0.93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셋과

모델의 목적 자체는 Cloud-Net과 동일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데이터셋과투입데이터의크기, 그리고모델자

체의구조를변경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높은구름

추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이학습에

사용할 수 있었다. R, G, B와 R, G, B, NIR파장대역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0.938로 동일한 F1-score을 보여주

었으며 R, G, B, SWIR-2 파장대역을 투입했을 경우는

F1-score이 0.949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R,

G, B를 기반으로 NIR파장대역의 추가는 모델이 의미

있는 정보로 판단하지 못했으며, SWIR-2 파장대역이

추가되었을 때는 모델은 의미 있는 정보로 판단하여

F1-score을향상시켰다.

2) 전이학습 결과 분석

전이학습을적용하기전의결과는 Fig. 5의 (h), (i), (j)

와 같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산출한 F1-score은

TP
TP + FP

TP
TP + FN

2 × 정밀도 × 재현율
정밀도 + 재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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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fusion matrix
Predicted

Positive (+) Negative (–)

Actual
+ True Positive (TP) False Negative (FN)
– False Positive (FP) True Negative (TN)

Table 6.  Pre-train result
Band Precision Recall F1-score

R, G, B 0.921 0.955 0.938
R, G, B, NIR 0.932 0.945 0.938

R, G, B, SWIR-2 0.948 0.951 0.949



Table 7과 같다. 전이학습 적용 전에는 R, G, B, SWIR-2

의조합이 F1-score이 0.798로가장우수한성능을보였

으며, R, G, B의조합이 F1-score이 0.710으로가장낮은

성능을 보였다. SWIR-2 파장대역은 연기를 쉽게 투과

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는 단일모델 사용 시 연기객체

를다각도로관측이가능하게하여연기추출에이점을

제시한다. 전이학습이전의연기추출정밀도는모든조

합에서 0.577에서 0.755사이로, 재현율에 비해서 낮은

값을보였다. 이는연기객체가존재하지않는데도존재

한다고탐지한비율즉, 오탐지율이높았음을의미한다.

전이학습을적용하기전영상인 Fig. 5의 (h), (i), (j) 세영

상모두연기객체가없음에도영상중앙하단부의호수

에연기객체를탐지하였다. 마찬가지로영상중앙좌측

부의호수역시세경우모두연기로잘못탐지했다. 수

계오탐지의원인판별을위해연기데이터셋을재검토

한 결과 학습 패치들 중 수계를 포함한 패치가 없음을

확인했다. 즉데이터셋수량의부족으로인해서모델이

수계를비롯한다양한특징들을학습하지못했으며연

기추출의정확도에영향을끼쳤다.

전이학습을 적용한 후의 결과는 Fig. 5의 (l), (m), (n)

과 같다. 전이학습 적용 이후에는 모든 파장대역의 조

합에서성능이향상되었다. 특히 R, G, B파장대역에서

는 F1-score이 0.710에서 0.839로성능향상의폭이가장

컸다. F1-score의 성능 향상은 정밀도의 향상이 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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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ransfer result
Band

Combination Transfer Precision Recall F1-score

R, G, B
X 0.577 0.925 0.710

ImageNet 0.666 0.948 0.782
O 0.789 0.896 0.839

R, G, B, 
NIR

X 0.669 0.949 0.785
O 0.736 0.934 0.824

R, G, B, 
SWIR-2

X 0.714 0.904 0.798
O 0.755 0.910 0.824

Fig. 5.  Result images. (a), (b): Original R, G, B composite cloud image and label pair. (c), (d), (e): Pretrain result images.
(f), (g): Original R, G, B composite smoke image and label pair. (h), (i), (j): Result images before applying transfer
learning. (l), (m), (n): Result images after applying transfer learning. (k): Result image after applying transfer
learning, using ImageNet as a pretrain dataset. Each used (c), (h), (l) R, G, B (d), (i), (m) R, G, B, NIR (e), (j), (n)
R, G, B, SWIR-2 as an input.



였는데, 정밀도가 0.577에서 0.789로 크게 변화했기 때

문이다. 실제로전이학습전에는연기객체로분류되었

던수계가전이학습후에는올바르게분류된것을확인

할수 있다. 또한 R, G, B파장대역에 대해서 구름 데이

터셋이 아닌 ImageNet을 이용하여 전이학습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이는랜덤데이터셋을이용한사전학습을

통해서데이터수의단순증가가연기추출성능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F1-score은

0.782로 F1-score이 0.839인 구름 데이터셋에 비해서 저

조한성능을보였다. 따라서데이터셋의단순증가로인

한성능향상은분명히존재하나구름데이터셋을활용

한성능향상에비해서그정도가미미함을확인할수있

었다.

연기추출성능이크게향상된 R, G, B파장대역의조

합과는 달리 R, G, B, NIR과 R, G, B, SWIR-2 파장대역

의조합은각각 0.785에서 0.824로, 0.798에서 0.824로증

가했는데이는 R, G, B에비해서성능의향상폭이적었

으며, 전이학습 후의 F1-score은 오히려 둘 다 0.824로

0.839인 R, G, B보다낮았다. 이는파장대역이증가할수

록연기와구름객체의차이가커지는점에서기인한다.

전이학습은사전학습된모델과후에학습된모델이

서로 유사성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이 되는데,

SWIR-2 파장대역에서는 두 객체가 큰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확인을위해서 Fig. 6과같이데이터셋을재검토

하였다. Fig. 6에서는 각각 구름, 연기의 평가에 사용된

영상을파장대역에따라나타냈다. 영상에서파장대역

이증가할수록연기객체는투과되지만, 구름객체는투

과되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SWIR-2

파장대역에서는 연기객체가 완전하게 투과되었다. 따

라서 SWIR-2 파장대역을 기준으로 볼 때 구름과 연기

객체는완전히다른성질을가진다. 이런차이점으로인

해 R, G, B파장대역에서는전이학습이큰효과를보였

으나, R, G, B에NIR과 SWIR-2를추가한파장대역의조

합에서는전이학습이효과를보이지못했다. 또한단일

모델에서구름과연기를추출할때 SWIR-2 파장대역을

사용하는것이두경우모두추출성능을향상시켰음에

도불구하고전이학습을적용한모델에서는 SWIR-2 파

장대역의추가로성능이하락하였다.

5. 결론

본연구에서는딥러닝을활용한연기추출고도화의

한계점인 학습용 데이터셋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름추출학습용공공데이터셋을이용하였다. 해당데

이터셋을모델에사전학습한후연기데이터셋을학습

하여 연기추출로 수렴시키는 전이학습을 이용했으며,

전이학습을적용한전후를비교하여구름을활용한전

이학습이 연기추출에 효율적인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이때 가시광선 대역과 이에 NIR, SWIR-2를 각각 추가

한파장대역조합을사용하여파장대역과추출성능간

의 관계성을 검토하였다.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도출할수있었다.

1) 모든파장대역의조합에서구름데이터셋을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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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loud and smoke images on different bands: (a) cloud, (b) smoke.



한전이학습은연기추출에효과적이다.

2) 전이학습없이단일모델로구름및연기추출시 R,

G, B파장대역에 SWIR-2 파장대역을추가로활용

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다.

3) 전이학습을적용시 R, G, B파장대역만활용했을

때가장효과적이다.

연기와구름객체는경계면이불분명하여라벨을생

성하기가 어렵다. 또한 생성된 라벨 역시 얼만큼의 불

분명한 객체를 포함했는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

에결국엔학습과평가가일관성이떨어지게되는한계

가있다. 따라서라벨생성과정에서구름데이터셋과동

일한기준으로연기객체의존재여부를제시할수있는

척도가요구되며본연구의방법론은해당부분을명확

하게 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그럼

에도불구하고본연구는기존의연기데이터셋의부족

을구름데이터셋의전이학습을통해해결하였다는차

별점이있으며, 이러한연기추출의고도화를통해서재

난재해, 그중에서도산불발생지역의모니터링에기여

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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