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8, No.5-3, 2022, pp.819~834
https://doi.org/10.7780/kjrs.2022.38.5.3.2

ISSN 1225-6161 ( Print )
ISSN 2287-9307 (Online)

Review

딥러닝을 이용한 원격탐사 영상분석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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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rend of the Remote Sensing Image Analysis Using Deep Learning

Hyungwoo Kim1)·Minho Kim2)·Yangwon Lee 3)†

Abstract: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iques have been effectively used for image classification,
object detection, and image segmentation. Along with the recent advancement of computing power, deep
learning models can build deeper and thicker networks and achieve better performance by creating more
appropriate feature maps based on effective activation functions and optimizer algorithms. This review
paper examined technical and academic trends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and Transformer
models that are emerging techniques in remote sensing and suggested their utilization strategies and
development directions. A timely supply of satellite images and real-time processing for deep learning
to cope with disaster monitoring will be required for future work. In addition, a big data platform
dedicated to satellite images should be developed and integrated with drone and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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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인공지능 기법들은 특히 영상분류(image classification), 객체탐지(object detection), 영상분할(image

segmentation)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딥러닝(deep learning)은 최근 컴퓨팅 파워의 증대와 함께 깊

고두터운네트워크구성이가능해지고보다효율적인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와옵티마이저(optimizer)를

활용한특징맵(feature map)의생성을통해상당히높은정확도를도출할수있다. 본고에서는최근다양한원

격탐사분야에서활용성이확대되고있는딥러닝영상인식기법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기반

모델및 Transformer 기반모델에대한기술동향및사례연구를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이들기법의활용방안

및발전방향등을제시하고자한다. 향후원격탐사기반의재난상황대응을위해서는위성영상의적시성확보

와실시간딥러닝처리, 그리고위성, 드론및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영상이함께활용되는영상빅데

이터플랫폼도개발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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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격탐사 영상자료는 환경, 도시, 수문, 식생, 농업,

기상, 지리, 지질, 해양, 수산등다양한분야에서광역적

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다양한지구환경정보산출을위해수치모델이나물리

방정식의 입력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Awada et al.,

2022).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모델을 구성하는 여러 파

라미터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Yuan et al., 2020), 최근

에는기존의물리적모델기반원격탐사기법의한계점

을 보완하기 위해, 복잡성 및 비선형성을 해결할 수 있

는자료기반인공지능기법들이활용되고있다.

인공지능기법들은특히영상분류(image classification),

객체탐지(object detection), 영상분할(image segmentation)

에효과적으로사용되고있다. 특히, 딥러닝(deep learning)

은최근컴퓨팅파워의증대와함께깊고두터운네트워

크구성이가능해지고보다효율적인활성함수(activation

function)와옵티마이저(optimizer)를활용한특징맵(feature

map)의 생성을 통해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도출할 수

있다. 특히원격탐사영상분석에서는대표적인딥러닝

모델로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CNN은 이동창 방식의 컨볼루션 레이

어(convolution layer)를통해영상의특징을추출하고이

를 풀링 레이어(pooling layer)가 요약하여 특징맵을 만

들어가는구조로서, 훈련자료가매우충분치않더라도

다른기법보다상대적으로정확한정보를산출할수있

으며(Jiang et al., 2022), U-Net, Residual Network (ResNet),

DenseNet, High-Resolution Network (HRNet) 등 다양한

CNN 계열의 모델들이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 또한,

영상 내에서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할 공간영역 및 입력

채널에대한선택과집중을수행하는어텐션(attention)

메커니즘을추가적으로장착한 CNN모델들이개발되

어 효과를 보이고 있다. 매우 최근인 2021년에는 CNN

계열의모델들과는달리, 일련의영상블록을시퀀스처

리모델에적용하여셀프어텐션(self-attention)을적용한

Transformer계열의모델이개발되어(Xu et al., 2021; Zhang

et al., 2021), 컴퓨터 비전 분야의 영상인식 경진대회를

석권하고있다(PWC, 2022).

본고에서는최근다양한원격탐사분야에서활용성

이 확대되고 있는 딥러닝 영상인식 기법인 CNN기반

모델 및 Transformer기반 모델에 대한 기술동향 및 사

례연구를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이들기법의활용방

안및발전방향등을제시하고자한다.

2. 기술적 배경

1)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

(1) CNN 모델의 역사

CNN모델의 역사는 1959년 신경생리학자인 Hubel

과Wiesel의발견에기초한다. 고양이의시각피질세포

가빛을인식하는과정에서고양이의뇌에있는뉴런은

일련의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신경망

(neural network)은시각적인데이터가눈으로들어오면

받은데이터에서국지적인특징들을추출하고, 망막에

서 신호를 받은 대뇌 피질의 각기 다른 뉴런들이 이를

결합하여구체적인시각정보를인식하는것인데, 이는

현재 CNN모델의 원리와 상당히 일치한다. 이러한 발

견에기초하여, 1982년에는컴퓨터과학자 Fukushima가

네오코그니트론(Neocognitron)이라는 일종의 시스템

구조를제안하였으며(Fig. 1), 이는현재 CNN의첫번째

이론적모델로여겨지고있다. 네오코그니트론은동물

의시각시스템을컴퓨터비전분야에그대로대입한듯

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입력된 이미지의 특징을 추

출하여(S-cell) 모으는(C-cell) 과정을반복수행하는다중

레이어를 통해 인식된 패턴을 도출해내는 신경망이다

(Fukushima, 1982).

이러한네오코그니트론구조를이어받아 LeCu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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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Neocognitron (Fukushima, 1982).



(1989)은 LeNet-5라는 CNN프레임워크를개발하여수

기로 작성된 숫자 인식을 수행하였다. LeNet-5는 입력

레이어에서출력레이어로순차적인계산과정을거치

는 순전파의 반대 개념인, 출력 레이어에서 입력 레이

어로진행하면서계산결과와정답사이의오차를구하

여가중치수정에반영하는역전파(back-propagation)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였다. LeNet-5가 개발된 이후 2000

년대 말까지는 컴퓨팅 파워의 문제로 인해 CNN이 널

리활용되지는못하였으나, 2010년대초반부터컴퓨팅

파워의비약적인발전과함께 AlexNet (2012), VGGNet

(2014), GoogLeNet (2014), U-Net (2015) 등이개발되었고,

2016년알파고의등장이후딥러닝이대중적으로알려

지기 시작했다. 현재, U-Net, ResNet, DensNet, HRNet

등은원격탐사영상분석분야에서널리활용되고있다.

(2) U-Net

Ronneberger et al. (2015)은 기존의 완전연결층(Fully

Connected Layer, FCL) 아키텍처를 수정하여 적은 수의

훈련영상으로도보다정확한영상분할이가능한U-Net

모델을개발하였다. U-Net은좌측의수축경로(contracting

path)와 우측의 확장경로(expanding path)가 U자형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Fig. 2). 다운샘플링(down-sampling)

구간인수축경로는일반적인 CNN과마찬가지로컨볼

루션과풀링을반복하여특징맵을추출한다. 업샘플링

(up-sampling) 구간인 확장경로는 기존 CNN과 달리 스

킵커넥션(skip connection) 메커니즘을통해, 다운샘플링

구간에서 생성한 특징맵의 핵심영역을 해상도가 동일

한 업샘플링 구간에 지름길로(shortcut) 전달하여(copy

and crop), 병합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화소군의 로

컬리티(locality)를공간적맥락에부합하게구성하는의

미론적영상분할(semantic segmentation)을가능하게하

였다. 학습자료가 충분치 않을 때에는, 영상자료증대

(image data augmentation)를통해유사한학습자료를생

성할 수 있는데, U-Net은 특히 영상자료증대의 효과가

잘나타나는딥러닝모델이다.

(3) ResNet

ResNet은잔차네트워크(residual network)를이용한

CNN 모델로,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 북경연구소에

서 개발하여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ILSVRC) 경진대회에서우승한알고리즘이다.

컨볼루션및풀링레이어를많이쌓을수록성능이반드

시향상되는것은아니고, 레이어가 20층을넘어가면정

확도가저하되는문제가발생하기도하였는데, ResNet

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잔차학습(residual learning)을

통해모델의네트워크층이깊어지더라도학습결과의

정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구현되었다(Fig. 3; He et al.,

2016). 기존의 CNN모델은입력값 x가목표값 y에부합

하도록하는함수H(x)를구하는것으로, 즉 F(x)=H(x)-

x이고 H(x)-x의 값을 최소화하여 결국엔 H(x)=x가 되

딥러닝을 이용한 원격탐사 영상분석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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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ucture of U-Net (Ronneberger et al., 2015).



는방향으로학습이반복되었다. 그러나 ResNet은관점

을달리하여입력값을이항시킨H(x)=F(x)+x라는식을

만들었고, 여기서 F(x)+x를 최소화하여 F(x)=0이 되도

록한다. x는학습과정에서불변하는값이므로 F(x)가 0

에가까워지도록반복하면출력값과입력값사이의차

이를줄일수있으며, F(x)=0이라는일관된목표를가지

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이러한 F(x)와 x의 결합

과정은 skip connection을통해이루어지고, F(x)를잔차

로간주하고잔차최소화를목표로하는반복학습을통

해성능향상을도모할수있다.

(4) DenseNet

DenseNet은 ResNet에서모티브를얻어이를보다더

고밀도 심층 네트워크로 발전시킨 모델로서, 2017년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onference

(CVPR)에서우수한성과를거두었다(Huang et al., 2017).

U-Net, ResNet과마찬가지로DenseNet도 skip connection

을통해효율적인학습이이루어지도록하였는데, ResNet

은 skip connection을합계(summation) 연산으로처리하

는반면, DenseNet은결합(concatenation) 연산으로업샘

플링단계를수행해간다. DenseNet의고밀도심층네트

워크는이전레이어의특징맵을다음레이어의입력값

으로투입할때, 바로다음레이어뿐아니라다음이후

의모든레이어로전달하며, growth rate를통해각레이

어에대한기여도를조절한다(Fig. 4). DenseNet는정보

보존과효율성측면에서장점을가진아키텍처라고할

수있다.

(5) HRNet

일반적인 CNN은다운샘플링과정에서공간해상도

를 저하시키는 대신 분광정보를 상세화시키는 방식으

로특징맵을생성한다. 그러나HRNet은고해상도특징

맵을이후레이어의저해상도특징맵에결합시켜, 점차

적으로 high-to-low서브네트워크를 추가해 나가는 다

중 스케일 융합(multi-scale fusions)을 반복하는 방식이

다(Fig. 5; Sun et al., 2019). U-Net에서저해상도특징맵을

다시고해상도로복원하는것과달리, HRNet은연산과

정에서계속고해상도를유지하면서다중해상도표현

을반복적으로융합한다는점에서, 보다효과적인학습

과정확도향상을이룰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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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inciple of residual learning (He et al., 2016).

Fig. 4.  Structure of DenseNet (Huang et al., 2017).



2) Transformer 모델

(1) Vision Transformer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모델은 긴 시퀀스

처리시가중치부적합(long-term dependency) 문제가발

생하기도하는데, 이를보완하기위해 2017년구글리서

치팀은 self-attention메커니즘을장착한 Transformer모

델을 제시하였다. Vision Transformer는 시퀀스 처리에

사용하던어텐션기법을영상에적용하여채널강조와

공간강조로활용하는모델이다(Dosovitskiy et al., 2020).

Vision Transformer는영상을패치단위로나누고각패

치를 나열하여 시퀀스처럼 만든 후, 이를 벡터로 변환

하고클래스토큰(token)과위치인덱스를부여하여인

코더(encoder)를 생성하고, 이러한 인코딩 과정을 반복

한후Multi-Layer Perceptron (MLP)를거쳐영상분류를

수행한다(Fig. 6).

(2) Shifted Window (Swin) Transformer

종래의 Vision Transformer모델은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 저해상도의 특징맵을 생성하고 전역적인 self-

attention 연산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Shifted Window

(Swin) Transformer는 Vision Transformer를확장하여영

상패치로부터계층적특징맵을생성하고, 하나의창안

에서국지적인 self-attention연산을수행한다(Fig. 7; Liu

et al., 2021). 패치를 나누어 연산을 수행하면 각 패치의

경계근처에위치한픽셀들은 self-attention계산이제대

로 수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

여이동창방식으로패치크기의절반만큼이동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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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ructure of HRNet (Sun et al., 2019).

Fig. 6.  Structure of Vision Transformer (Dosovitskiy et al., 2020).



self-attention계산을수행함으로써패치경계부근에서

도인식정확도가저하되지않도록한다.

기존 Transformer모델에서 사용되던 Multi-head Self

Attention (MSA) 대신에, Swin Transformer는각창에들

어있는패치들끼리만 self-attention연산을수행하는국

지화된Window MSA (W-MSA), 또는경계픽셀이누락

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이동창방식으로 self-attention

을 수행하는 Shifted Window MSA (SW-MSA)를 활용

한다. 이러한이동창은순방향및역방향으로반복적연

산수행후MLP를통해최종출력을생성한다(Fig. 8; Liu

et al., 2021). Swin Transformer는 채널 수와 레이어 수에

따라 Swin-T, Swin-S, Swin-B, Swin-L등으로구분되는데,

이들 모델은 최근 대부분의 컴퓨터비전 경진대회에서

최상위권의성적을거두고있다.

(3) 요약

원격탐사 영상분석을 위한 CNN 계열의 모델과

Transformer계열의모델의주요특징을정리하면 Table

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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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ructural features of Swin Transformer: (a) hierarchical feature maps in the Swin Transformer, (b) an illustration
of the shifted window approach for computing self-attention in the proposed Swin Transformer architecture (Wang
et al., 2021).

Fig. 8.  Structure of Swin Transformer (Liu et al., 2021).



3. 원격탐사 영상분석 사례검토

1) CNN 계열 모델의 활용

Khelifi and Mignotte (2020)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Web of Science Database논문을대상으로, 최근원격탐

사분야에서수행된딥러닝관련연구의추세를종합적

으로검토하였다. 이중절반정도는 CNN모델을이용

한연구였고, 식생, 농업, 생태등의활용사례가다수를

차지했다. Kattenborn et al. (2021)은CNN모델을이용한

최근연구 100여편을검토한결과, 농업분야에서는잡

초확산, 작물객체탐지, 작물유형, 그리고산림분야에

서는수종분류, 바이오매스, 수목구조, 수관탐지, 산림

훼손등에대해 Vanilla CNN, U-Net, ResNet, DenseNet,

HRNet과같은 CNN계열모델이활용되었다.

(1) Vanilla CNN 활용사례

Jang (2021)은 2020년 강원도 홍천군 약 200 ha의 산

림을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수행하여 Ground Sample

Distance (GSD) 8 cm의정사영상을제작하였다. 이영상

을이용하여,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신갈나무, 자작나

무 5가지 수종별로 1,000장씩 총 5,000장의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였으며, 레이블 제작시에는 제5차 임상도

의수종정보를참고하였다. 수종분류를위한학습모델

은 CNN을사용하였고, 암맹평가결과, 소나무 83%, 자

작나무 98%, 낙엽송 90%, 잣나무 88%, 신갈나무 86%의

정확도를나타냈다.

Park et al. (2019)은미국일리노이주를대상으로 2017

년 30 m해상도의 Landsat-8 영상과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 (NASS), Cropland Data Layer (CDL) 자

료를사용하여농작물분류를수행하였다. 영상패치크

기를달리하면서영상내의다양한공간정보를추출하

고 특징맵을 가중 결합하는 방식의 CNN모델링을 수

행하였다. 5×5 패치부터 13×13 패치까지순차적으로

적용한 결과, 패치의 크기가 커질수록 여러 작물 이 혼

재하여분류정확도가낮아지는양상을보였고, 옥수수

필지가콩필지로오분류되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제

안된모델은특징맵의가중결합방식으로분류를수행

함으로써전체정확도를 83.7%로향상시켰다.

Brodrick et al. (2019)은 CNN을이용하여흰개미서식

지 식별, 산호초 분류, 기름야자나무 식별 등을 수행하

였다. Carnegie Airborne Observatory (CAO)에서 수집한

1 mGSD의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데이터

를 사용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Kruger국립공원의 흰

개미서식지를정확하게식별할수있음을보여주었다.

또한 CAO가 제공하는 RGB이미지를 사용하여 바다,

모래, 산호초에 대한 레이블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CNN모델을학습시켜산호초분류를수행하

였다. 그리고, CAO의 LiDAR데이터를 활용하여 계산

한 수관고(Tree Canopy Height, TCH)를 참조하여 RGB

영상으로부터 기름야자나무 레이블 데이터를 구축하

고 CNN모델링을수행하여기름야자나무분포지를명

확하게식별하였다.

(2) U-Net 활용사례

Pasquali et al. (2019)은 WorldView-2 영상으로부터 더

효율적인건물탐지를수행하기위하여 5가지U-Net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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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and Transformer models
Category Model Main features

CNN

U-Net * Repetition of convolution and pooling in the down-sampling process
* Skip connection in the up-sampling process

ResNet * Optimization for the minimization of residual
* Support of deeper network

DenseNet * Each layer takes all preceding feature maps as input.
* Growth rate controls the amount of information added to each layer.

HRNet * High-to-low resolution convolution stream
* Information exchange across channels and resolutions

Transformer
Vision transformer * Repetition of transformer encoding for the sequence of image blocks

* Multi-head Self-attention (MSA) mechanism

Swin transformer * Shifted window for effective representations of the borders of image patches
* Swin-T, Swin-S, Swin-B, and Swin-L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annels and layers



키텍처(8–256, 16–256, 16–512, 32–512, 64–512 레이어)를

비교평가하였다. 2018년 10월 10일플로리다 Panhandle

지역에 상륙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힌 5등급

허리케인 Michael을 사례로, 재난 전과 후의 영상 차이

를이용하여붕괴사고가집중된지역을정확하게탐지

할수있었다.

Bai et al. (2018)은WorldView-2 영상을이용하여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인한도시인프라피해를신속하게

탐지하기위하여U-Net모델을활용하였다. 대지진전과

후의영상과지상자료를참조하여레이블을구축하고모

델을학습한결과, 건물피해를완파, 반파, 잔존으로분

류하였고, 약 71%의정확도를달성하였다. 이를현업시

스템에적용할경우 15분이내에피해지도를생성할수

있어, 재해대응실무에서적용가치를크게향상시켰다.

Hashemi-Beni and Gebrehiwot (2020)은 U-Net모델을

농업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으로, 정확한 잡초 탐

지및매핑을시도하였다. 해당연구에서는 Crop Weed

Field Image Dataset (CWFID)를이용하여, 162개작물과

332개잡초에대한분류를수행한결과, 토양 99.3%, 작

물 60.48%, 잡초 66.72%의분류정확도를달성하였다.

Wei et al. (2019)은다시기이중편파(multi-temporal dual-

polarization) 합성개구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데이터를이용한대규모작물매핑을수행하였다.

중국길림성푸위시지역을대상으로 4가지작물(옥수수,

땅콩, 대두, 벼)과 4가지 비작물(건물, 식생, 물, 나대지)

의클래스분류를수행하였다. Sentinel-1 영상에대한방

사보정, 지형보정등의전처리를수행하고영상자료증

대를적용하여 U-Net모델을적용한결과, 전체정확도

85%의결과를얻었다.

Kang et al. (2021)은 Spatial Procedures for Automated

Removal of Cloud and Shadow (SPARCS) 구름데이터세

트와 영상자료증대 기법을 활용하여 U-Net구름 탐지

모델링을수행하였다. SPARCS데이터세트와 Landsat-

8의적색, 근적외, 단파적외밴드반사도를입력채널로

하여 U-Net구름탐지모델을구성하고, 이미지의클래

스를 5개(구름 그림자, 물, 얼음/눈, 땅, 구름)로 구분하

여 10폴드교차검증을통해수행하였다. 1,800장의영상

에대한검증결과, Accuracy 0.821, mean intersection over

union (mIOU) 0.723 등비교적높은정확도를나타냈다.

Park et al. (2021)은유류오염(oil spill)의분포특성에따

른 Vanilla CNN과 U-Net모델의탐지성능을비교평가

하였다.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와 International TankerOwners PollutionFederation

(ITOPF)의공개자료를통해 66개의 Sentinel-1 위성영상

에서 122개의유류오염레이블을제작하였고, 시험평가

결과 F1-score는 Vanilla CNN이 0.8624, U-Net이 0.9144

로 나타났다. Vanilla CNN은 Recall=0.9653, Precision=

0.7715로서과탐지경향이있었고, U-Net은반대로Recall

=0.8586, Precision=0.9731로서미탐지경향이있었다.

(3) ResNet 활용사례

Alotaibi and Alotaibi (2020)의연구에서는기존초분광

영상의토지피복분류성능을향상시킬수있는딥러닝

모델로서 ResNet과 Inception아키텍처를 결합하였다.

ResNet-Inception결합네트워크에서두개의잔차블록

을 구성하고, 각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전의 모든 컨볼

루션레이어로부터입력을받아평균풀링연산을적용

하였다. Adaptive Moment Estimation (ADAM) 옵티마

이저와드롭아웃비율 0.25를적용하여이탈리아 Pavia

University 및 Pavia Center, 미국 Salinas Valley 및 Indian

Pines에 대해 테스트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90% 이상

의분류정확도를기록하였다.

Natesan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드론 RGB영상에

ResNet모델을 적용하여 산림수종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전에훈련된 ResNet-50 모델을전이학습

(transfer learning) 시켜학습효율을높였고, 초기계층은

일반적인저차원의피처를학습및추출하고최종계층

은 클래스별 피처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602개의 적송

이미지, 593개의백송이미지, 591개의그외수종훈련

데이터를구축하여시험한결과, 80%의분류정확도를

얻었고, 향후멀티스펙트럼영상의활용이필요함을언

급하였다.

(4) DenseNet 활용사례

Natesan et al. (2019) 연구의연장선상으로 Natesa et al.

(2020)에서는 DenseNet모델을 사용하여 수종을 분류

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이전연구와마찬가지로캐나

다 온타리오의 보호림에서 드론으로 취득한 3년간의

RGB영상을사용하였으며, 소나무는 90% 이상의정확

도로잘분류된반면, 코니카가문비는 50% 미만의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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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해당 수종의 학습영상 부족 때

문이었다. 전반적으로DenseNet기반의모델이이전연

구의 ResNet보다더나은결과를나타냈다.

Wang et al. (2020)은중국장시성포양호의수역을식

별하기 위해 DenseNet기반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분

광특성및임계치기반의수역식별은임계치의객관성

확보가 쉽지 않은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NDWI) 임계치 적용

은 물론, ResNet, VGG, SegNet, DeepLabV3+, DenseNet

등을비교평가하였다. Gaofen-1 위성영상으로부터 5,558

개의 수역 학습영상을 구축하여 4,446개는 훈련, 1,112

개는 시험평가에 사용한 결과, mIoU에서 DenseNet이

6개모델중가장높은정확도를나타냈다.

(5) HRNet 활용사례

Xu et al. (2020)은 HRNet을발전시킨 High-Resolution

Context Extraction Network (HRCNet)이라는 아키텍처

를제안하였는데, 이는컨텍스트와경계정보를효과적

으로획득하고인식하기위해 attention메커니즘을경량

화하는 방식이다. Feature Enhancement Feature Pyramid

(FEFP) 모듈을사용하여다중스케일정보를병합하였

으며, Potsdam과 Vaihingen도시지형지물 영상을 사용

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하였다. 불투수성 표면, 건물, 낮

은초목, 나무, 자동차, 기타등 6개클래스에대한훈련

및검증결과를여러모델에대해비교한결과HCRNet

이 다른 모델에 비해 재현율, 정밀도, F1-score, 전체 정

확도에서모두좋은수치를기록하였다.

Tao et al. (2021)은HRNet모델기반의새로운아키텍

처를이용하여구름을탐지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여

러 단계에서 출력된 서로 다른 스케일의 4가지 특징맵

을 Joint Pyramid Up-sampling (JPU)를 사용하여 병합하

고로컬리티의손실을줄이기위해 skip connection을사

용하였다. 티베트지역의 Fengyun-4A영상을대상으로

훈련 및 평가한 결과 기존의 HRNet, HRNetV2보다 해

당연구에서제시한아키텍처가가장우수한결과를나

타냈다.

2) Transformer 계열 모델의 활용

(1) Vision Transformer 활용사례

Chen et al. (2021)은 Vision Transformer를도입하여두

시기영상내의시공간의컨텍스트를고려한변화탐지

를수행하는 Bitemporal Image Transformer (BIT)를개발

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두 시기 영상에서 각각 시맨틱

토큰세트를구한후변환기인코더를사용하여토큰간

의컨텍스트를모델링하며, MSA을통해복수의공간영

역에 대한 attention을 구현하였다. Fig. 9는 LEVIR-CD,

WHU-CD, DSIFN-CD테스트세트에대한탐지예시이

며, 흰색은 true positive (실제 true인값을 true로예측), 검

은색은 true negative (실제 false인 값을 false로 예측), 붉

은색은 false positive (실제 false인값을 true로예측), 녹색

은 false negative (실제 true인값을 false로예측)이다.

Reedha et al. (2022)는 Vision Transformer를 UAV이미

지의 식물 분류에 적용하는 연구를 통하여 프랑스의

Centre-Val de Loire지역의방대한양의데이터(12,844개

의훈련데이터, 3,211개의검증데이터, 3,210개의테스

트 데이터)에 적용하여, 99.4%의 F1-score를 나타낸 바

있다.

(2) Swin Transformer 활용사례

Xu et al. (2021)은 Local Perception Swin Transformer

(LPSW) 백본(backbone)을 설계하여 다양한 지형지물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제시하였다. Swin

Transformer블록은 SW-MSA로구성되고, Local Perception

Block (LPB)은 Swin Transformer블록에서 추출된 시퀀

스형식의특징맵을공간단위특징맵으로재구성한다.

Spatial Attention Interleaved Execution Cascade (SAIEC) 네

트워크 모델은 Cascade Mask R-CNN에서 특징맵을 입

력받아일련의후보영역을출력하고, Spatial Attention

Mask Head에서중요특징을집중및강조하고, 불필요

한 노이즈를 완화하여 최종 탐지를 수행한다. 이 탐지

모델은 기존의 Vision Transformer에 비해 정밀도가

11.9% 향상되었다(Fig. 10).

Liu et al. (2021)은 잔차의 사후 정규화(residual post

normalization)와고해상도영상을위한보다큰 attention

window를포함하여수정된아키텍처를 SwinTransformer

V2라고 명명하였다. Swin Transformer V2 모델을 평가

하기 위해 ImageNet-V2 이미지 분류, Common Objects

in Context (COCO) 객체감지, ADE20K의미론적분할

을 수행한 결과, ViT및 Swin Transformer모델에 비해

향상된mIOU를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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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gmentation examples using Swin Transformer: (a) Cascade Mask R-CNN, (b) Swin
Transformer with Cascade Mask R-CNN, and (c) Local Perception Swin Transformer
(LPSW) with Spatial Attention Interleaved Execution Cascade (SAIEC) (Xu et al., 2021).

Fig. 9.  Detection of LEVIR-CD, WHU-CD, DSIFN-CD dataset using Vision Transformer (Chen et al., 2021).



4. 적용방안 및 발전방향

1) 토지피복 분류

현장조사의시공간적제약때문에, 광역적인토지피

복분류를위해서는원격탐사데이터를이용하는경우

가 많다. 그러나 자료마다 공간해상도, 분광해상도가

다르고, 연구자의데이터처리방법차이로인해정확한

결과를도출하는데어려움을겪기도하는데, 딥러닝모

델을 통하여 보다 높은 정확도 및 정밀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토지피복도 작성을 위해 전통

적인 기계학습보다 CNN, RN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등과 같은 딥러닝 기반 기법들이 활용

되고있다(Alem andKuma, 2020). Zhang et al. (2021)은중

국을사례지역으로하여전통적인분류기법, 기계학습,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 딥러닝 기법에 의

한분류정확도가다른기법보다우수함을제시하였다.

Vali et al. (2020)에따르면다중분광및초분광영상에딥

러닝기법을적용한토지피복연구는 2015년이후매년

두배이상씩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식생 및 작물 분류

한반도가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기 때문에

식생분류는매우중요한연구대상이다. 최근기후변화

가심각하게진행됨에따라식생분포가크게변화할가

능성이있다. 또한농작물의분류도기후변화에대응하

여큰중요성을가지는연구분야이다. Wang et al. (2022)

은식물생육과관련하여잎규모(leaf scale)에서의병충

해탐지, 수관규모(canopy scale)에서의수관유형탐지,

필드 규모(field scale)에서의 스트레스 탐지, 성장 및 영

양상태모니터링, 수확량예측등에딥러닝이활용될수

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논, 밭, 과수원 등에서

다양한곡물류와과채류가분포하고있고, 작물재배가

능지역이기후변화에따라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에,

작물의분포를정확하게파악하는것은농업의지속가

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원격탐사 영상에 딥

러닝모델을적용함으로써신속정확한작물분포매핑

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생산성을저해하는잡초의분포를파악하는것도작

물 재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잡초는 작물과 분광 패

턴이 유사하여 쉽게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잡초 인

식에특화된딥러닝모델개발함으로써효율적인제초

작업을지원하고잡초가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최소

화하는데활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 다양한센서로

부터수집된영상과딥러닝을바탕으로생태계교란식

물의탐지및공간분포의파악이가능해지고있다. Lake

et al. (2022)은WorldView-2 영상으로부터미국미네소타

주의교란식생을탐지하기위해 CNN과 U-Net을활용

하였고, Guo et al. (2022)는무인항공기에서수집한시계

열영상자료로부터교란식생탐지를위해CNN과RNN

을 통합한 모델을 활용하였다. Takaya et al. (2022)은 신

체에 부착하는 액션카메라(action camera)로 수집한 영

상자료에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Solidago altissima교

란식물탐지연구를수행한바있다.

3) 재난 탐지

딥러닝 모델은 변화 탐지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시계열 영상으로부터 평상시와의 차이가 현격한 곳이

발견된다면이는재난에의한변화일가능성이있다. 재

난 탐지에 있어 딥러닝 모델의 활용사례는 중국(23%),

미국(18%), 영국(9%), 일본(9%), 오스트레일리아(7%),

독일(4%), 이탈리아(4%), 한국(3%) 등으로집계되었고,

주로 CNN기법이활용되었다(Abid et al., 2021). 우리나

라의 경우, 봄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여름에는

집중호우, 태풍, 홍수, 산사태, 겨울에는 폭설, 한파 등

자연재해의영향을많이받는다. 재해지역은사람이접

근하기어렵기때문에인적자원을투입하지않아도매

핑이가능한원격탐사의활용도와가치가높아진다. 딥

러닝은 산사태 피해지 탐지, 태풍 피해 분석(Mohan et

al., 2020; Kaur et al., 2021), 지진에 의한 건물 피해 탐지

(Song et al., 2020), 산불에따른피해규모추정(Brand and

Manandhar, 2021) 등에활용되고있다.

4) 건물 탐지

CNN모델은원격탐사영상으로부터건물객체를추

출하여(Yi et al., 2019; Abdollahi et al., 2020) 도시구조모델

링및불법건축물조사등에활용될수있다. Seong and

Choi (2021)는안산시와시흥시를대상으로HRNet에채

널 어텐션과 공간 어텐션을 적용하여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에서 주거지와 산업지의 건물을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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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였다. Sapena et al. (2021)은기계학습을활용하여

시가화건조지역의밀도에따른도시의삶의질수준을

도출하였는데, 이모델은 CNN이나 Transformer모델로

대체되어보다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을것이다.

5) 차량 탐지

Peppa et al. (2018)은 R-CNN모델을활용하여 Closed-

circuit Television (CCTV) 영상으로부터 도시지역의 교

통량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Kurniawan et al. (2018)은

CCTV영상과 CNN을 활용하여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구간을추정하였다. 우리나라와같이대도시의도로교

통량이 많고 변동폭이 큰 경우, 도로 교통량을 정확하

게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주

요지점들에대해도로교통상황이실시간으로제공되

고있지만, 원격탐사와딥러닝을결합한모델을사용한

다면도로교통정보의시공간커버리지가더욱증가할

것이다.

6) 발전 방향

딥러닝을적용한원격탐사는활용분야가매우넓고

지속적인발전가능성을가지고있다. 현재대부분의관

련연구는CNN기반의아키텍처와 Transformer기반의

아키텍처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 정확도와정밀

도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서로 다른 센서

에서수집된영상자료로부터보다고품질의정보를산

출하는영상융합(image fusion)에딥러닝을적용하는사

례도늘어나고있다.

다양한위성영상과드론영상의융합을통해시공간

해상도를향상시킴으로써향후에는실시간또는준실시

간으로필요한자료의적시성을확보할수있을것이다.

딥러닝기법은양질의훈련자료가대량으로구축될수록

영상인식의정확도를향상시킬수있는데, 자료확보가

어려운상황이라면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영

상자료증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화소규모

(pixel-level) 및 공간규모(spatial-level) 변환기법을 적용

할 수 있다. 전이학습은 유사한 도메인에서 이미 학습

된 가중치를 현재 모델의 초기치로 활용함으로써(Vali

et al., 2020), 대부분의모델에서학습시간단축과정확도

향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여러 딥러닝 모델의

결과를 통합하는 앙상블 러닝(ensemble learning)도 향

후 발전적인모델로서고려되어야할것이다(Algiriyage

et al., 2022).

5. 결론

최근들어전통적인기계학습을대체하고있는현대

적인 딥러닝 기법은 다수 레이어의 재현 -학습

(representation-learning) 과정을 통해 자료를 추상화하

고 특징을 추출하여 영상인식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있다(Tsagkatakis et al., 2019). 원격탐사분야에서딥러닝

은토지피복분류, 작물분류, 재난탐지, 공간객체추출,

변화탐지 등에 적용되고 있다(Zhu et al., 2019). 우리나

라는다양한센서를탑재한여러위성을운용하고있으

므로, 국내 및 국외의 위성영상에 딥러닝 기법을 적용

하여다양한분야에서유용한정보를산출할수있을것

이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지구환경분야에있어

양질의딥러닝학습자료가많이구축되어야한다.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공지

능학습용데이터구축지원사업을통해다양한분야의

레이블 영상을 구축하고 있는데, 2022년 현재 재난/안

전/환경 분야에 59종의 데이터가 등재되어, 향후 딥러

닝 모델의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재난 상황에 신속하

기대응하기위해서위성영상의적시성확보와실시간

자료처리를위한기술개발도반드시필요하고, 위성영

상 뿐 아니라, 드론 영상, CCTV영상도 함께 활용하기

위한영상빅데이터플랫폼의개발도중요한당면과제

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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