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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딥러닝 기법은 기존 분석 알고리즘

들의 이미지 분류 및 분석 정확도가 낮은 한계점을 극복한 기술로 이를 

이용한 토양 특성 예측 모델 구축 시 기존의 실험적 방법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현장 토양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법을 통해 토양의 이미지로 물리적 특성중 흙

의 분류, 함수비, 건조 밀도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토양의 물리

적 특성 예측에 적합한 모델 개발을 위해 딥러닝 기법 중 심층신경망을 

이용하여 이미지 특성값의 회귀분석을 진행하였고 합성곱신경망을 이용

하여 이미지 분류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때 딥러닝 모델의 입력자료 구

축을 위한 이미지 처리 방법으로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Digital

image processing)을 적용하였다.

국내 토양 환경에 적합한 모델 개발을 위해 사양토, 양토, 미사질양토,

미사질식양토의 4종의 토양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함

수비, 건조밀도 조건에서 토양 별 60장의 디지털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통해 토양 이미지를 처리하여 R, G, B

3종의 색상정보와 이미지의 간극면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이때 

이미지의 임계값 (threshold) 별 간극면적을 획득하여 간극면적곡선이라 

명명하였다. 간극면적곡선은 곡선의 기울기가 함수비, 밀도에 따라 변화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토양의 함수비, 밀도 변화에 따른 간극 분포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되었으며 토양의 색상정보와 함께 

심층신경망 모델의 입력자료로 활용되었다.

심층신경망 모델을 이용한 토양 4종의 물리적 특성 예측 결과 토양 분

류 정확도 96.25%, 함수비 예측 RMSE 0.2 ~ 1.0%, 건조밀도 예측의 

RMSE는 0.061 ~ 0.101t/m3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심층신경망 모델을 다



른 토양에 적용할 시 필요한 보정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보정을 수행하면 

모델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기존의 실험적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측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합성곱신경망을 이용한 토양 특성 예측 결과 

학습 이미지의 개수가 많은 216 x 216 해상도 모델의 분류 정확도가 가

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심층신경망, 합성곱신경망 두 가지 모델

의 결과를 비교하면 토양분류, 함수비 예측은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나 건조 밀도 예측의 정확도가 심층신경망 모델이 더욱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간극면적곡선은 토

양 표층 간극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인자로 판단된다.

개발된 토양 특성 예측 방법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해 토양 3종에 대

해 토양분류, 함수비, 건조밀도 예측을 수행하였다. 현장 토양 이미지를 

사용하여 모델 개발 시 함수비 예측의 RMSE는 0.93 ~ 1.39%, 건조밀도 

예측의 RMSE는 0.022 ~ 0.079 t/m3로 나타났으며, 기존에 개발된 모델 

적용 시 함수비 예측 RMSE는 2.01 ~ 2.89%, 건조밀도 예측 RMSE는 

0.040 ~ 0.051t/m3으로 나타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딥러닝 

모델은 기존 시험방법에 비해 동일 지점에 대한 반복 시험이 매우 신속

하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반복 촬영 결과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개발된 DIP와 딥러닝을 

이용한 흙의 물리적 특성 예측 방법의 적용 시 기존 토양 관리 방법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인 토양 특성 모니터링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딥러닝, 심층신경망, 합성곱신경망,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토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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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토양은 밭, 시설재배지 등 영농 형태 및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특

성이 상이하다. 채소와 과수는 통수성이 좋은 사양질 토양에 적합하며,

벼는 점토가 많은 식양질 토양에 적합하는 등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합

한 토양의 종류가 다르다. 또한 토양의 생산성은 토양의 종류 뿐만 아니

라 배수, 통기성, 토양 구조, 유기물의 함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작물 재배 시 토양의 특성 및 현재 토양의 상태에 

따라 토양 관리 방법을 조율하여야 한다.

토양에서 수분함량이 적으면 수분 장력이 커져 식물의 생장속도가 감소

하며, 반대로 수분 함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산소 결핍으로 인해 식물

의 생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작물별로 적정한 토양 수분 함량 관리가 필

수적이다. 또한 토양의 종류에 따라 보수력, 통기성, 투수성 등이 변화하

기 때문에 토성과 작물의 종류를 고려한 토양 수분 관리가 필요하다. 토

양의 밀도가 높은 경우 경운하기 어렵고 작물의 뿌리가 뻗기 어려운 단

점이 있으며 반대로 밀도가 낮은 경우 발이 빠지거나 경운기의 운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원활한 영농 활동이 어렵다.

현재 토양 관리는 실내시험을 통한 토양 특성평가, 현장 시험을 통한 토

양 특성 평가, 설치형 센서를 이용한 토양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루어진

다. 실내시험, 현장시험, 센서 설치 등의 방법은 관측하고자 하는 지점이 

많아질수록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부 지점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토양 관리를 수행하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영농인이 토양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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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 흙토람(soil.rda.go.kr)을 통해 기존 연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토양 특성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은 현장에서의 토양 특성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 및 시험

을 수행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 신청 시 약 15일 후에 비료사

용처방서를 제공하고 이를 흙토람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문자 등으로 확

인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해당 시스템은 시료 채취 및 토양 특성 시

험 수행에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특히 실시간으로 토양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토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

으로 변화하며 관심 영역 내에서도 공간적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점의 토양 특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

이 필요한 실정이다.

토양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실험적 방법이 아닌 표층이

나 단면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다. 특

히, 토양 이미지에 나타난 색상정보를 바탕으로 흙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인 함수비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는 토양 이미지의 색상정보인 RGB값이나 Gray값을 흙의 함수비를 예측

하는데 활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회귀분석부터 최근에는 

인공신경망 등을 이용한 분석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연구들은 토

양의 다양한 밀도 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농경지와 같이 시간에 따른 밀

도 변화가 있는 토양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다

양한 밀도 조건의 토양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함수비 예측 모델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토양이나 암반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이용하여 내부의 간극 분포에 

대한 분석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기존 연구사례에서 토양이나 암반의 

간극 분포 분석을 위한 고해상도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주사 전자 현미경 



- 3 -

(SEM)이나 X-ray CT scan을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특히, X-ray의 경우 3

차원 3D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더욱 정밀한 간극 및 투수성에 대한 분

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SEM이나 X-ray와 같은 장비

를 통해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기기확보 등의 문제로 국

내 농업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디지

털 카메라 수준에서 획득 가능한 이미지로 토양의 간극 분포나 밀도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딥러닝 (Deep Learning)은 기존의 인공신경망에서 발달된 기계학습의 한 

형태로, 최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딥러닝 기법 중의 하

나인 합성곱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은 이미지 분

류 및 분석 분야에서 기존의 분석 알고리즘들의 한계점을 극복한 기술로 

현재 4차 산업 혁명 기술 중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전에는 딥러닝

을 이용한 기계학습이 정확도가 낮고, 학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 기술개발로 인해 컴퓨터의 연산속도가 급격하게 

향상되고, 알고리즘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분야

의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영상이나 이미지 자료의 경우 기존 분석 

방법으로는 처리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딥러닝의 경우 

컴퓨터의 그래픽 처리 장치 (Graphics processing unit, GPU)를 이용한 

빠른 연산을 통해 신속하게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토양 

이미지의 딥러닝을 이용한 토양 특성 예측 모델 구축 시 낮은비용으로 

신속하게 현장 토양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현

재는 모델 구축을 위한 국내 토양의 디지털 이미지와 예측하고자 하는 

인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며, 따라서 

이를 구축하고 국내 토양 환경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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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과 딥러닝 기법을 기반으로 하

여 토양의 표층 이미지를 이용한 토양의 물리적 특성 예측 모델을 개발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토양 물리적 특성 예측 모델

은 국내 대다수의 토양에 적용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토양을 

바탕으로 훈련과 검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딥러닝 시 토양 특성, 이

미지 획득 및 전처리 방법, 딥러닝의 알고리즘에 따라 모델의 정확도와 

효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을 개선하여 토양 특성 예측에 가장 

효과적인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1.3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는 <Fig 1.1>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밭 토양의 93%를 구성하는 사양토, 양토, 미사질

양토, 미사질 식양토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을 참고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다양한 토질 시험을 통해 각 토

양의 특징들을 확인하였다.

2) 샘플링한 토양을 몰드에 채워 넣고 표층을 촬영하여 토양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토양 이미지의 변인은 토양의 종류, 함수비, 건조밀도이며 

각 조건에 따라 3회 반복 촬영을 수행하였다.

3)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토양 이미지에서 딥러닝 모델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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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자료를 추출하였다. DNN모델의 경우 각 토양의 색상정보와 간

극면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학습 및 검증에 활용하였다. CNN모델

의 경우 이미지 분할을 통해 학습이미지를 증강시켜 모델에 적용하였다.

이때 토양 특성 예측에 적합한 이미지 해상도의 결정을 위해 3가지 조건

으로 이미지를 분할하여 학습 및 검증을 수행하였다.

4)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의 정확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학습

용 이미지의 적정 해상도, 개수 평가와 전처리과정 및 모델의 개선을 수

행하였다.

5) 개발된 모델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외 현장에서 획득한 

사진을 모델에 적용시켜 정확도를 평가하고 기존 토양 현장 진단 방법과

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1> Flow chart of this study

Water content control

Compaction

Take photograph

Soil image acquisition

Soil sample Soil image

Deep learning model

Digital image processing

Soil image for deep learning

Split image

Deep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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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l texture prediction
- Water content prediction
- Dry density prediction

Model 
adjustment

Soil image

Image classification
- Soil texture
- Water content
- Dry density

Image arg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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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2.1 기계학습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은 논문 “Some Studies in Machine

Learning Using the Game of Checkers”에서 제시된 용어로, 게임을 학

습하기 위해 게임의 특징과 가중치의 연산을 통해 평가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Samuel, 1959). 그와 유사한 시기에 Rosenblatt은 

현재의 딥러닝 모델의 기초가 되는 신경망 모델의 일종인 퍼셉트론과 그 

학습 알고리즘이 제시하였다 (Rosenblatt, 1958). 1980년대에 이르러 

Machine Learn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Approach의 Volume Ⅰ과 

Ⅱ가 발간되어 현대 기계학습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연구 분야

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Michalski, Carnonell & Mitchell, 1983;

Michalski, Carbonell & Mitchell, 1986).

딥러닝 (Deep learning)은 복잡한 다층 신경망을 이용하는 기계학습 방

법이다. 이는 뇌의 시각피질 등에서 발견되는 다중 신경층이 점차적으로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Poggio and Serre, 2013). 특

히, 기존에는 학습을 위해 사람이 직접 특징을 지정해주어야 했으나 이

를 모델이 직접 수행하여 기존에 지정해주지 못한 다양한 특징을 스스로 

학습하는 장점이 있다 (Olshausen, 1996). 이는 인간이 다양한 정보 속에

서 특정 패턴을 발견하여 사물을 구분하듯이 컴퓨터가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다 (Bengio et al., 2014). 일반적으로 은닉 계층의 하위층에서는 비

교적 단순한 정보의 처리를 수행하고, 상위층에서는 더욱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심층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DNN)은 가장 기본적인 딥러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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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 여러 개의 은닉 계층으로 이루어진 인공신경망이다. 이는 입력, 은

닉, 출력 계층으로 구성된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과 유사한 구조이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간의 은닉 계층이 

여러개인 것이 특징이다. DNN은 이처럼 다수의 은닉 계층을 활용하여 

한 개의 은닉 계층을 사용할 때 보다 입력된 신호를 더 정교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은닉 계층을 늘리면 전체 노드 수가 늘어나 모델이 과적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나, 최근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

법이 제시되어 DNN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성능의 CPU 및 GPU의 개발로 딥러닝 알고리즘의 한 종류

인 합성곱신경망 (Convolutional Nerual Network, CNN)을 이용하여 사

람, 얼굴, 자동차, 동물, 행동 인식 등 다양한 분야의 이미지 검출에 사용

하고 있으며, 다양한 모델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며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합성곱신경망은 1989년 LeCun의 논문 “Backpropagation applied to

handwritten zip code recognition”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LeCun,

1989). 당시에는 필기체 인식 분야에서만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CNN을 범용화하는데는 미흡한 단계였다. 이후 LeCun은 1998년에 

LeNet을 공개하였고 이후 CNN이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다 (LeCu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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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tructure of LeNet

2003년 Behnke와 Simard의 논문을 통해 CNN이 단순화 되면서 많은 분

야에 CNN을 적용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Bhenke, 2003;

Simard et al., 2003).

CNN기반의 이미지 검출은 AlexNet에 의해 합성곱 계층 (Convolutional

layer), 풀링 계층 (Pooling layer) 그리고 완전 연결 계층 (Fully

connected layer)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모델이 정립되었다(Krizhevsky et

al., 2012). AlexNet은 ILSVRC (ImageNet Large-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2012년 대회에서 top 5 test error 기준 15.4%를 

기록하며 2위인 26.2%를 압도하는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한 모델이다.

<Fig 2.2> Structure of Ale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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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Net이후 VGGNet, ResNet, GoogleNet, DenseNet 등이 제시되며 

CNN모델은 더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VGGNet은 합성곱 레이어의 크

기를 줄이고 레이어의 깊이를 증가한 후 활성함수 ReLU를 적용하여 비

선형성을 높였으나 메모리 사용이 많은 단점이 존재하였다 (Simonyan

and Zisserman, 2015). ResNet은 CNN의 깊이를 152층까지 쌓은 모델이

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네트워크는 레이어가 깊고 넓어질수록 파라미터

가 많아져 학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지만, ResNet에서는 Residual

Block 모듈의 Skip connection을 통해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지 않고 이

전 층에서 넘어온 값을 그대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는 방법으

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He et al., 2016). GoogleNet은 파라미터가 많아

지면서 발생하는 과적합 (Over-fitting)이나 기울기 소실 (Gradient

Vanishing)을 줄이기 위해 작은 합성곱 레이어 여러개를 한 개의 모듈로 

구성하여 연산을 병렬로 수행하고 출력 결과를 하나로 합치는 형태로 구

성한다 (Szegedy et al., 2015).

2.2 디지털 이미지 처리를 통한 토양 특성 예측

디지털 이미지 처리 (DIP, Digital Image Processing)기법은 디지털 카메

라, 스캐너, X-ray 촬영 등 다양한 장치로부터 획득한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DIP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 영상처리 이론 개발과 함께 군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시작되었

으며 현재에는 다양한 연구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농지 및 

지반공학 분야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토양 내 물질 이동, 흙의 변위 측정,

지반의 특성 예측, 토립자의 크기 측정 등 다양한 연구에 적용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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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미지의 색상정보에 대하여 Lee et al. (2013)은 위성영상에서 

추출한 색상정보를 바탕으로 토양의 염도 분포를 추정하였으며, Firdaus

et al. (2014)는 용액의 RGB을 이용하여 용액 내 크롬, 철 이온 등의 농

도 예측을 수행하였다. Moonrungsee et al (2015)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를 이용하여 토양 내 인 (P)함량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실험 결과 정확도

가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Tang et al. (2016)은 농경지에서 약

품 분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지와 식생을 구분하는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개발하였다.

Persson (2005)은 디지털 이미지 처리를 이용한 토양의 함수비 추정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함수비 예측을 위한 다양한 연

구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Zhu et al. (2010)은 Gray 이미지를 이용하여 

함수비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Gomez-Robledo et al. (2013)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먼셀 컬러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

다. Zanetti et al. (2015)은 토양 이미지를 인공신경망 기법으로 분석하여 

토양 함수비를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Santos et al. (2016)은 6종류의 토양

에 대해 RGB와 HSV의 색상정보를 이용한 함수비 추정을 수행하여 각 

토양별 함수비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Park (2017)은 토양 이미지의 RGB,

HSV값을 이용하여 함수비 예측 식을 구성하고 이를 UAV영상에 적용하

여 넓은 지역의 함수비를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Kim et al.(2019)

은 UAV영상을 기반으로 토양의 함수비 예측식을 구성하여 현장에 적용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토양의 입도 및 형상 분석에 대하여 Persson (1998)은 조립토의 크기와 

입자를 디지털 이미지 처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Fernlund (1998)은 입

자의 형상이 체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Mora et al.

(1998)은 6mm 이상의 자갈 입자에 대한 입도분석을 디지털 이미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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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싱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Shin and Hryciw (2004)는 토양의 입도분석

을 위해 컬럼에 토양을 침강시키고 이미지를 획득한 후 Wavelet 분석을 

통해 정밀한 입도분석을 수행하였다. Kim et al. (2018)은 DIP를 통해 토

립자의 형상과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침강속도를 

예측하는데 사용하였다.

토양의 간극 분포와 투수성의 분석을 위해 토양 이미지를 활용하는 연구

가 다수 수행되었으며 최근에는 고해상도 현미경이나 X-ray tomography

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Ringrose-Voase and Bullock (1984)는 토

양 내 공극, Crack의 형태와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토양 이미지를 분석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Dathe et al. (2001)은 토

양 이미지의 프랙탈 차원을 통해 토양 공극의 크기와 분포를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Mooney and Nipattasuk (2003)은 염료추적자를 토

양에 주입후 이미지를 촬영하여 토양 내의 간극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이

를 통해 토양의 다짐도를 평가하였다. 채병곤 등 (2003)은 고해상도 공초

점 레이저 스캔 현미경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CLSM)을 

이용하여 암석 내부의 균열 간극변화 양상과 수리전도도와의 관계를 규

명하였다. 정상엽 등 (2011)은 콘크리트 내부의 3차원 공극 분포를 X-ray

CT scan 이미지를 적층하여 모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콘트리트의 투수성

과 관련된 물리적 특성을 예측하였다. Andra et al. (2013a, 2013b)은 이

미지를 이용하여 암반의 특성을 분석하는 digital rock physics (DRP)에 

대해 이미지의 획득, 경계추출, 특성 분석 방법을 정립하였다. Tracy et

al. (2015)은 X-ray CT scan 이미지를 이용하여 3차원 토양 모델을 구성

하였으며 이를 통해 토양의 구조가 투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Re et al. (2015)는 다공성 지지체 (porous scaffold)의 간극 및 입도

를 분석하기 위해 주사전자현미경 (SEM)을 사용하였으며, 고해상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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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통해 다양한 크기와 형상을 가지는 간극 분포를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Periad et al. (2016)은 X-ray CT scan 이미지를 이용하여 흙

의 porosity와 포화투수계수를 예측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Chen

et al. (2017)은 micro CT image의 프랙탈 차원을 이용하여 암반의 내부 

공극 구조와 투수성을 예측하였다. Flavel et al. (2017)은 X-ray 3D

tomography를 이용하여 토양의 뿌리 구조를 비파괴방식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2.3 기계학습을 이용한 토양 특성 예측

최근에는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한 토양 특성 예측과 맵핑에 대한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 Veres et al. (2015)은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토양 

특성 중 모래 함량, pH, 유기물 함량, 탄산칼슘 함량, 인 함량 등을 예측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Masri et al. (2015)은 Extreme learning

machine (ELM)을 이용하여 토양의 모래 함량, pH, 유기 탄소 함량, 인 

함량, 칼슘 함량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두 연구는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분광 스펙트럼 정보를 모델의 input자료로 활용하여 다양한 토

양 특성을 예측하였으나 토양의 물리적 특성은 모래 함량만을 예측하는

데 그쳤다. You et al. (2017)은 CNN과 Deep Gaussian Process을 이용

하여 위성 원격 탐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물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Padarian et al. (2018)은 100m 크기의 수치 표고 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에 포함된 경사, 지형습윤지수 (Topographic Wetness Index), 연

평균기온, 연평균강우량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CNN모델을 구축하여 깊

이별 토양 유기 탄소량을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이용한 

CNN모델의 토양 특성 예측을 성공하였으며 또한 데이터의 증강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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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모델의 과적합이 감소하고, 정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100m 크기의 수치 표고 모델을 사용하여 국가 단위로 예측을 수행하였

기 때문에 농업 현장에서 세부적인 토양 특성 예측에 활용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Liu et al. (2018)은 초분광 이미지를 CNN으로 

분석하여 흙의 점토 함량 맵핑을 수행하였다. Behrens et al. (2018)은 

digital soil mapping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Gaussian pyramid를 

구성하고 이를 Deep learning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여 효율적인 멀티 스

케일 digital soil mapping을 구축하였다. 봉태호 등 (2018)은 모래의 수

중 거동을 모델링 하기 위해 심층 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

해 수중 모래 이동 시 입경과 유속의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고려하여 모

래의 수중 퇴적 분포를 성공적으로 예측하였다.

토양의 함수비 및 투수계수 예측에 대해서 Persson et al. (2002)는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토양의 유전상수로 함수비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Srisutthiyakorn (2016)은 X-ray CT scan 이미지를 이용한 흙의 투

수계수 예측을 위해 다중 인공 신경망과 CNN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기계학습을 이용한 이미지 분류 모델을 이용한 연구로 이예인 등 (2018)

은 CNN모델의 한 종류인 AlexNet의 전이학습을 통해서 콘트리트 구조

물의 박락부를 탐지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미지 증강을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상익 등 (2019)은 

웹 스크레이핑으로 수집한 콘크리트 균열 이미지를 바탕으로 딥러닝 모

델을 구성하여 콘크리트 균열의 인식 및 시각화를 수행하였다. Hassan

et al. (2018)은 CCTV검사 비디오 에서 획득한 하수도 이미지를 학습 자

료로 하여 하수도 내 균열 감지 및 분류를 수행하는 CNN모델을 개발하

였다. 이동규 (2018)는 화물차의 차종을 분류하기 위한 CNN모델을 설계

하였으며 학습결과 기존의 다른 기계학습방법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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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확인하였다. 박경민과 배철오 (2019)는 선박 기관실에서의 화재 검

출을 위해 CNN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비디오 기반 화

재 검출 방법에 비해 신속하게 화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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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배경

3.1 디지털 이미지 해석

3.1.1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는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이미지를 일컬

으며, 2차원함수 f(x,y)로 정의될 수 있다. 디지털 이미지는 아주 작은 사

각형인 픽셀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픽셀의 위치는 공간좌표값 (x,

y)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영상의 색상은 f로 정의된다. <Fig 3.1>과 같

이 RGB색 공간에서 영상의 색상 f는 RGB(Red, Green, Blue)의 세 가지 

색상의 조합으로 표현이 되며, 8비트(bit) 컬러 깊이(color depth)에서는 

Red, Green, Blue가 각각  개의 진하고 연한 색상으로 나뉜다.

즉, 한 픽셀은 24비트(bit)로써 ××≈만 종류의 색 정보를 가

질 수 있다.

256 
values

256 
values

256 
values

× ×

8 bits =
256 values

Red Green Blue

16.7 million 
colors 

= 

<Fig 3.1> Description of 24bit RGB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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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디지털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의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를 교환이미지 파일형식 (EXIF,

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이라 한다. 이는 화상 데이터와 함께 카

메라 제조사 (Maker), 카메라 모델 (Model), 이미지 에디터 (Software),

사진을 보정한 날짜 (Datetime), Exif 버전 (Exif Version), 촬영한 날짜 

(Shoot Datetime), 웹에 올려진 사진의 실제 크기 (Image Size), 노출 시

간 (Exposure Time:셔터 스피드), 촬영 프로그램 (Exposure Program),

렌즈 초점 길이 (Focal Length), 조리개 개방 수치 (F-Number), 플래시 

사용 여부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위성항법장치 (GPS) 수신

기에서 오는 위치 정보 등을 카메라 연결하거나 카메라 자체에 위성항법

장치가 포함된 경우 촬영당시의 위치정보 또한 포함이 가능하다.

<Fig 3.2> EXIF data of digit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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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히스토그램

일반적으로 그레이 레벨 영상에서 영상 히스토그램은 영상 내 특정 밝기 

값을 갖는 화소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수의 집합이다. 따라서 화소의 

밝기 값을 x축 그리고 각 밝기 값의 발생 빈도를 y축으로 나타낸 그래

프가 히스토그램이다.

(a) Digital image (b) RGB histogram

<Fig 3.3> Histogram of digital image

0부터 255의 밝기 값 범위를 갖는 흑백 영상의 경우 256개의 그레이 레

벨을 갖는다. 만일 8비트 정수 를 번째 단계의 밝기 값으로 정의한다

면, 은 영상의 밝기 값이 100임을 의미한다. 특정 영상 내 화소의 전

체 개수를 라고 하면 크기가 512×512인 영상의 경우 영상 전체 화소

의 개수는 =262,144이다. 영상 내 특정 밝기 값 를 갖는 화소의 전

체수를 라 하고 영상의 밝기 값 범위는 0부터 까지의 밝기 값 레

벨을 갖는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영상의 히스토그램 ()은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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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  (3.1)

(3.3)에 의해 정의된 히스토그램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특성으

로는 각 는 해당 영상에서 번째 밝기 값의 확률분포 를 제공

하며, 이때 히스토그램의 전체 합은 다음과 같이 1이 된다.


  

 

                                  (3.2)

히스토그램의 두 번째 특성은 j번째 밝기 값보다 작거나 같은 밝기 값 

의 확률분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이를 누적 확률분포 (cumulative

histogram)라고 부른다.

≤
 



 ≤ ≤      (3.3)

3.1.3 임계치

영상처리 응용분야 가운데 영상분할 (segmentation)은 영상의 특정 밝기 

값을 지닌 부분을 특정 영역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이다. 즉, 영상 내의 물

체는 흰색 (검정색)으로 동시에 배경은 검정색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영상이 배경과 물체로 구성된 경우 영상

의 히스토그램은 <Fig 3.4>와 같이 이중모달 (bimodal)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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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gital image (b) Bimodal histogram

<Fig 3.4> Bimodal histogram of an image

<Fig 3.4>에서 히스토그램의 정점 (peak)은 영상 내의 물체와 관련되고 

정점의 높이는 물체의 크기와 관련된다. 임계치 (threshold)는 배경과 물

체를 효과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계 값을 의미하며, 임계치의 설정 값

에 따라 영상 분할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임계치의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임계치를 설정하는 방법은 해당 영상 ()의 

통계적 측정치인 영상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에 의해서 결정되며, 식

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3.4)

이처럼 임계치가 설정된 후, 임계치보다 작은 입력영상의 밝기 값에는 0

을 그리고 임계치보다 큰 밝기 값에는 다른 값을 할당한다면 두 영역으

로 분할된 이진영상을 출력영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 출력영상의 밝기 

값을 이라고 할 때 임계치 의 적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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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그러나 일반적으로 입력 영상은 단순히 배경과 물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히스토그램이 이중모달이 아닌 다중모달 (multimodal)인 경우 

영상 분할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임계치 의 설정은 

전체 영상의 부분 영상들 에 대하여 각 영역 별 임계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이는 영상의 부분 영역이 이중모달의 특성을 지닌다는 가정 

하에서 실행된다.

 ×              (3.6)

임계치의 설정은 영상의 전체 밝기 값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의 밝기 값 영역 가운데 일부분에 적용될 수도 있

다. 이 경우 임계치 값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원 영상의 밝기 값이 그

대로 유지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임계치()가 적용되는 밝기 값의 범위

를  ≤  ≤  라고 하고 적용 범위의 하한 값을 , 상한 값을  그

리고 이 범위 밖의 밝기 값은 원영상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경우 임계치 

적용 식은 다음과 같다.

 













 

≥≥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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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이진 영상 변환

이진 영상은 0과 1의 값만을 가진 2레벨 영상을 의미한다. 디지털 영상 

처리 분야에서 처리 속도 및 단순 처리 결과가 중요한 영상 분야에서 이

진 영상 처리가 사용된다. 이는 실용적인 시스템에서 처리의 고속성, 저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정보량이 많은 컬러, 명암도 영상을 가지고 처리

하는 것이 항상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진 영상 처리는 영상 

분석 (image analysis)분야에서 필수적인 전처리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

다. 이진 영상은 배경과 객체의 간단한 분리, 영상의 전체적인 정보의 간

략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256 레벨

을 가진 명암도 영상을 2 레벨의 이진 영상으로 처리 가능하다.

     if   ≥ 
     

   (3.8)

이진 영상인  중에서 1의  부분은 흰색으로써 대상 객체를 

표시하고, 0의 부분은 검정색으로써 배경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영상 내 특징을 고려하여 객체와 배경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

록 임계치를 설정하는 알고리즘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임계치 설정

과 관련한 이진 영상 생성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 히스토그램의 분포를 파악하여 적합한 임계치를 설정

둘째, 블록 이진화 기법의 적용

셋째, 이중 임계치 (double thresholding) 설정

넷째, 난수 적용

다섯째, 적응적 임계치 (adaptive thresholding)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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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보간적 임계치 (iterative thresholding) 설정

지능적으로 임계치를 설정 가능한 것이 최선이나 실제로는 영상의 특징 

고려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컬러 영

상이나 명암도 영상의 이진 영상 변환 시 원 영상의 상당 부분의 손실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임계치에 따라 변환된 이진 영상의 예는 

<Fig 3.5>와 같다.

<Fig 3.5> Example of bin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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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계학습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은 경험을 통해 자동으로 개선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이며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다. 이는 컴퓨터가 학습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 개발을 포함한다. 1959년 아

서 사무엘은 기계학습을 “기계가 코드로 정의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

부터 학습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 분야”

로 정의하였다. 기계학습은 크게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과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으로 구분할 수 있다.

3.2.1 비지도학습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은 기계학습의 일종으로 컴퓨터가 

입력된 데이터를 학습하여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의 범주에 속한다.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목표치와 같은 사전정보가 

없다는 점이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이나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과의 큰 차이점이다. 비지도학습 방법은 입력의 

규칙성에 따라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 의존구조 (Dependency

structure) 학습, 벡터 양자화 (Vecter quantization), 데이터 차원 축소 

(Data dimensionality reduc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 : 개체를 유사성에 근거하여 보다 유사한 세그

먼트 또는 클러스터로 분류하는 다변량 분석 기법이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집단 내 개체들간의 유사성을 변수들간의 상관계수, 개체간의 거리, 확률

적 유사성 측정치 등을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개체들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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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존 구조 학습 :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확률적인 독립 (independence) 및 의존 (dependence) 관계를 표

현하는 그래프의 구조를 학습하는 기법이다.

(3) 벡터 양자화 : 주어진 데이터를 적은 수의 원형 (prototype) 벡터

를 이용하여 근사하는 방법이다.

(4) 데이터 차원 축소 : 주어진 데이터를 원래 변수의 수보다 적은 

수의 변수를 이용하여 근사하는 방법으로 원래 데이터에 존재하

는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변수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3.2.2 지도학습

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은 훈련 데이터 (Training data)로부터 하

나의 함수를 유추하는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방법이다. 훈련 데이

터는 입력된 값에 대한 결과값을 포함하고 있다. 지도학습의 결과로 함

수를 통해 연속적인 값을 추출하는 것을 회귀분석 (Regression)이라 하

며, 입력된 값이 어떤 종류인지 구분하는 것을 분류 (Classification)라 한

다.

지도학습을 이용한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은닉 마르코프 모델 (Hidden Markov model), 회귀 분

석 (Regression), 신경망 (Neural network), 나이브 베이즈 분류 (Naive

Bayes Classification)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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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 패턴인식이나 자료 

분석을 위한 지도학습 모델로 주로 분류와 회귀분석을 위해 사

용된다.

(2) 은닉 마르코프 모델 (Hidden Markov model) :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몸짓 인식 등과 같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출력되는 경우 이 

데이터의 패턴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입력된 정보를 추론하는

데 사용된다.

(3) 회귀 분석 (Regression) : 관찰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서 두 변

수 사이의 모형을 구하고 적합도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이다. 회

귀분석 시 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의 독립변수간의 관계를 분석

하는 경우를 단순회귀분석 (Simple regression analysis)라 하고,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경우

를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라 한다.

(4) 신경망 (Neural network) : 생물의 신경망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

계학습을 수행하는 통계학적 학습 알고리즘이다.

(5) 나이브 베이즈 분류 (Naive Bayes Classification) : 분류 문제에 

베이즈 이론을 적용한 확률 분류기로 텍스트 분류에 주로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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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딥러닝

심층학습 또는 딥러닝 (Deep Learning)은 다양한 비선형 변환기법의 조

합으로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 또는 기능을 요약하는 추상

화를 수행하는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의 집합으로 정의

된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딥러닝은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학

습시키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딥러닝 알고리즘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심층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DNN), 합성곱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심층

신뢰신경망 (Deep Belief Network, DBN) 등이 있다. 대표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의 정의는 <Table 3.1>과 같다.

<Table 3.1> Definition of deep learning algorithms

Algorithm Definition

Deep Neural

Network, DNN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with multiple layers

between the input and output layers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class of deep neural networks, most commonly applied

to analyzing visual imagery

Deep Belief

Network, DBN

generative graphical model, or alternatively a class of

deep neural network, composed of multiple layers of

latent variables

Recurrent Neural

Network, RNN

class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where connections

between nodes form a directed graph along a temporal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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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심층신경망

심층신경망 (Deep Neural Network, DNN)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다수의 은닉층 (hidden layer)이 존재하는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다. 일반적인 인공신경망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비선형 관계 

(non-linear relationship)들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심층신경망에서 

사용하는 다수의 은닉층에 의해 인공신경망에 비해 더 적은 수의 유닛 

(unit, node)들로도 복잡한 데이터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심층신경

망은 주로 자연어 처리, 음성인식 등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1) 퍼셉트론

퍼셉트론 (perceptron)은 인공 뉴런 (artificial neuron)이라고도 불리며,

여러 개의 입력된 정보에 대한 가중치 합을 계산하여 출력 정보를 생성

하는 것을 의미한다. 퍼셉트론의 가중치는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훈련 과정에서 결정된다. 퍼셉트론의 모식도는 <Fig 3.6>과 같다. 퍼셉트

론에서는 각 입력에 대해 가중치를 산정하고 이를 합하여 활성화함수 

(Activation function)로 전달하며 활성화 함수를 거쳐 최종 출력치를 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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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Perceptron in artificial neural network

(2) 활성화함수

활성화함수 (activation function)는 퍼셉트론의 신호 출력 여부를 결정하

는 함수로 신경망을 비선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활성화함

수의 비선형 동작을 통해 심층신경망은 더욱 복잡한 함수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활성화함수의 예로는 시그모이드 (sigmoid) 함수, 쌍곡탄젠트 

(TanH) 함수, ReLU (Rectified linear unit) 함수 등이 있다. 시그모이드

와 쌍곡탄젠트 함수는 항상 신호를 출력하기 때문에 신경망이 무거워지

는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활성화 함수로 ReLU 함수를 많이 사용한다.

이는 ReLU 함수를 사용하면 일부 뉴런을 무효화하여 신호를 출력하지 

않게 하므로 계산이 단순해져 학습이 빠르고 기울기 소실 현상 

(Gradient vanising problem)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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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gm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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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Activation function in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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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차역전파법

오차역전파법 (backpropagation)은 은닉층을 가진 다층신경망을 학습시

키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데이터에 대한 신경망의 오차를 다시 출력층

에서부터 입력층으로 거꾸로 전파시켜 각 층의 가중치의 기울기를 계산

하는 방법이다 <Fig 3.8>. 이 계산을 수행할 때 입력층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deep) 층에 이르게 되면 기울기가 급속히 작아지거나 너무 커져 

발산해버리는 기울기 소실 현상 (Gradient vanising problem)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적절한 활성화함수를 선택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Input
layer

Hidden
layer

Output
layer

Error

Error backpropagation

<Fig 3.8> Backpropagation process in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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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사하강법

경사하강법 (gradient descent)은 전역 최댓값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다차원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경사하강법은 다양한 기계학습 모

델에서 주로 사용되는 최적화 기술이며, 모델 예측을 개선하거나 최적화

하는데 사용된다. 이때 최적화는 오류값을 계산하고 해당 값을 최소화하

기 위해 가중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류의 최솟값을 찾는 방향

은 손실함수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방향이다. 모델의 학습속도 

(learning rate)에 따른 경사하강법의 진행 과정은 <Fig 3.9>와 같다. 모

델의 학습속도는 경사하강법에서 각 단계가 얼마나 커야 할지를 결정한

다. 학습속도가 적절한 경우 <Fig 3.9 (a)>에서와 같이 빠르게 최적화가 

이루어지지만 학습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빠른 경우 <Fig 3.9 (b)>에서와 

같이 최적화에 이르는 과정이 오래 걸리거나, 최적화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모델 구성시 적절한 학습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f(w)

ww’

Optimum learning rate

f(w)

ww’

Too small learning rate

Too big learning rate

(a) optimum learning rate (b) improper learning rate

<Fig 3.9> Gradient descent in dee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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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겹 교차검증

딥러닝시에는 전체 데이터셋의 일부를 검증용으로 사용하여 모델의 성능

을 평가하게 된다. 이때 데이터셋의 크기가 작은 경우 모델 성능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또한 테스트셋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k-겹 교차검증 (k-fold cross-validation)

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셋을 k개로 나누어 학습

과 검증을 반복하여 전체 데이터셋의 모든 데이터가 테스트셋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하는 모델의 검증 방법이다.

k-fold cross-validation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데이터셋을 k

개의 fold로 나눈다. <Fig 3.10>은 전체 데이터셋을 6개의 fold로 나눈 

예시이다. 1차 검증시에는 첫 번째 fold의 데이터를 검증용으로 사용하

고, 나머지 fold의 데이터로 모델을 구성한다. 2차 검증시에는 두 번째 

fold의 데이터를 검증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fold의 데이터로 모델을 

구성한다. 이를 반복하면 k개의 모델에서 k개의 교차검증 성능 (error)을 

얻을 수 있다. 이 k개의 교차검증 성능을 평균하여 해당 모델의 최종 성

능으로 평가하게 된다.

Training

Validation

Experiment 1 

Experiment 2 

Experiment 3 

Experiment 4 

Experiment 5 

Experiment 6 

Data set

Error 1

Error 2

Error 3

Error 4

Error 5

Error 6

CV
Error

<Fig 3.10> k-fold cross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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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합성곱신경망

합성곱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모델은 <Fig

3.11>과 같이 컨볼루션 계층 (convolution layer, 합성곱 계층), 풀링 계

층 (pooling layer), 완전 연결 계층 (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된다.

이 계층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하는가에 따라 CNN 모델의 성능이 

좌우된다.

<Fig 3.11> Basic structure of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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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Structure of Google inception model

컨볼루션 계층과 풀링 계층은 모두 2차원의 평면 행렬에서 지정한 영역

의 값들을 하나로 압축하는 것이다. 이때, 압축시 컨볼루션 계층은 가중

치(weight)와 편향(bias)을 적용하고, 풀링 계층은 여러 값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오는 방식이다.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합성곱 (convolution) 연산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터(filter)와 액티베이션 함수 (Activiation function)로 구성되어 있다.

Convolutional layer

Filter ReLu

Filter ReLu

Filter ReLu

<Fig 3.13> Structure of convolutional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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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터 (Filter)

필터는 이미지의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 이를 커널

(kernel)이라고도 한다. 필터는 일반적으로 (3, 3), (4, 4)와 같은 정사각 

행렬로 정의된다. 컨볼루션 레이어에 입력 데이터 (이미지)가 들어오면,

필터를 지정된 간격으로 이동해가며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여 Feature

Map (또는 activation map)을 출력한다. 이때 합성곱 연산시 필터가 움

직이는 간격의 크기를 스트라이드(stride)라 한다. 스트라이드가 커지면 

필터가 적용되는 간격이 넓어져 Feature Map의 크기가 줄어든다.

<Fig 3.14> Feature map creation process i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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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Change of feature map according to stride

필터와 스트라이드의 영향으로 Feature Map의 크기는 원본 이미지보다 

작아지게 된다. 예를들어, 5x5의 원본 이미지에 3x3필터를 스트라이드 1

로 합성곱을 수행하면 결과값인 Feature Map은 3x3의 크기로 출력된다.

CNN 네트워크에서는 필터를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Feature Map을 출력

하는데, 이때 계속하여 결과값의 크기가 작아진다면 원본의 특징이 많이 

유실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력데이터의 외곽에 지정된 픽셀

만큼 특정값 (일반적으로 0)으로 채워넣어 출력데이터의 크기가 줄어드

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Padding이라 한다.

필터의 각 원소값은 학습을 통해 CNN모델이 스스로 갱신해주는 값이

나, 필터의 크기, 스트라이드 및 패딩의 값은 모델 구성시 사람이 직접 

지정해주는 값이며 이를 초매개변수 (hyper-parameter)라 한다. 초매개변

수의 설정은 이미지의 복잡도, 크기 등에 따라 경험적으로 결정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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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2 3

3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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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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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 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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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data (padding = 1) Output dataFilter

(4 × 4) (3 × 3) (4 × 4)

<Fig 3.16> Concept of filter i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2) 풀링 (Pooling)

풀링(Pooling)은 입력데이터(2차원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데 사용되는 

연산이다. 풀링은 노이즈나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Feature

map에서 요약된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이다.

또한 Feature map이 작아지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 연산 속도 향상에도 

기여한다. 풀링의 종류는 대상 영역의 최댓값을 취하는 최대 풀링 (Max

Pooling), 대상 영역의 평균값을 취하는 평균 풀링 (Average Pooling)등

이 있다. CNN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최대 풀링을 사용한다. 풀링은 매

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고 싶을 때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아래 <Fig 3.17> 은 4x4 데이터에 2x2 크기의 최대풀링을 스

트라이드 2로 처리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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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Max pooling i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3) 완전 연결 계층 (Fully connected layer)

컨볼루션 계층 (Convolutional layer)에서는 상기한 컨볼루셔널 필터와 

액티베이션 함수 (ReLU), 풀링 레이어를 반복적으로 조합하여 특징 

(Feature)를 추출한다. 완전 연결 계층 (Fully connected layer)은 아래 

<Fig 3.18>과 같이 input layer, hidden layer, output layer로 이루어지

며 컨볼루션 계층을 통해 생성된 특징 (Feature)을 이용하여 실제로 이미

지의 분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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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Fully connected layer i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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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롭아웃 (Drop out)

드롭아웃 (Drop out)은 과적합 (over-fitting)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신경

망 (Neural Network)이 학습중일 때 전체 신경망 중 일부를 생략 

(drop)하여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즉, 학습 단계마다 일부 뉴런을 제

거하여 일부 특징들이 특정 뉴런들에 고정되는 것을 막아 가중치의 균형

을 잡도록 하여 과적합을 방지하는 것이다. 드롭아웃을 적용하면 학습시 

일부 뉴런을 학습시키지 않기 때문에 신경망이 충분히 학습되기까지 시

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

(a) Standard neural network (b) After applying dropout

<Fig 3.19> Drop out i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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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대상 및 적용 방법

4.1 대상 토양 특성 및 시험방법

토양 물리성 중 작물 재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기본적으로 토양

의 종류와 각 토양의 함수비, 밀도이다. 토양 수분에 따라 작물 생장률이 

변화하기 때문에 작물별로 적정 수분 관리가 필요하며 토양의 종류에 따

라서도 작물이 필요로 하는 수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작물의 종류와 

토성을 고려한 수분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토양의 밀도는 파종, 농기계 

운행 등 농업의 용이성과 작물의 뿌리생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로 필수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인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 

물리성 중 토양의 종류 (토성), 함수비, 건조밀도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

로 설정하였다.

토양의 분류 방법은 일반적으로 공학이나 지질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통

일분류법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USCS), 농학 분야에서 사

용하는 USDA분류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통일분류법은 흙의 입도분

포, 액·소성한계 등의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흙의 분류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흙의 공학적 성질을 비교적 간편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반공학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24 : 2006)”에서 분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USDA법은 미국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에 의하여 

고안된 입자의 크기에 의한 토양 분류법으로서, 삼각좌표분류법이라고도 

한다. 국내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연구조사 분석기준에서 해당 분류 방법

을 표준시험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토양을 입자의 크기에 따라 

점토분 (0.002mm 이하), 실트분 (0.002 ~ 0.05mm), 사질분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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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m)의 함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후 각각을 변으로 하여 <Fig 4.1> 의 

삼각도표에 따라 분류한다.

<Fig 4.1> USDA soil texture triangle

USDA법에 따른 토양의 종류는 양질조사토 (Loamy coarse sand, LSC),

양질세사토 (Loamy fine sand, LFS), 양질사토 (Loamy sand, LS), 세사

양토 (Fine sandy loam, FSL), 사양토 (Sandy loam, SL), 양토 (Loam,

L), 미사질양토 (Silt loam, SiL), 미사질식양토 (Silty clay loam, SiCL),

식양토 (Clay loam, CL) 등이 있다.

USDA법은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토양을 결정하는데 주로 사용되

는 방법으로 농업용 토양의 분류에 더욱 적절한 분류 방법이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토양 분류 시 USCS법이 아닌 USDA법에 따른 토양 

분류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토양 분류를 위한 흙의 입도 분석은 한국 산업 규격 (KS)에서 규정하는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2)”의 시험 방법에 준하여 입경 

0.075mm의 이상인 입자는 체분석 (sieve analysis)을 수행하였고, 그 이



- 45 -

하의 입경은 비중계분석 (hydrometer analysis)를 수행하였다.

토질 시험의 경우 넓은 지역에 대해 모든 지점에 대한 시험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심 영역에서 일부 지점을 선택하여 시험을 수행

한 후 해당 결과를 분석에 반영한다.

미국재료시험협회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에서 

규정하고 있는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은 노건조법 (Oven drying), 직접

가열법 (Direct heating), 전자레인지 가열법 (Microwave oven heating)

이 있다 <Table 4.1>.

<Table 4.1> Testing method of water content

이중 노건조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며 채취한 토양 시료를 

110±5℃의 오븐에 24시간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여 함수비를 측정

한다. 직접가열법과 전자레인지 가열법은 노건조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

치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ASTM의 시험 규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

Oven Drying
(ASTM D 2216)

Direct Heating
(ASTM D 4959)

Microwave
(ASTM D 4643)

method

Good More accurate More rapid

Bad Less rapid Less accurate

Precision
Test data on precision is not presented due

to the nature of the soil materials.

Bias
There is no accepted reference value for this test method,

therefore, bias cannot b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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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양 재료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인해 시험의 정밀도는 제시되지 않으

며 각각의 시험 방법에 의해 측정된 함수비의 정확도에 대한 논란이 발

생하는 경우 노건조에 의해 측정한 함수비를 가장 정확한 값으로 우선시 

해야 한다.

ASTM에서 규정하고 있는 흙의 현장 밀도 시험 방법 Sand cone

method, Drive cylinder method, Nuclear method가 있다 <Table 4.2>.

<Table 4.2> Testing method of In-situ density

Sand cone 시험의 경우 숙련된 전문가가 동일한 지점에 대해 시험을 수

행할 경우 결과값의 차이가 32kg/m3 이하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비숙련자의 경우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Drive cylinder

method의 경우 직경 7.3cm의 cylinder를 사용할 때 표준편차가 32 ~

46.4kg/m3정도이며 Nuclear method의 경우 10.6 ~ 12.3kg/m3으로 알려

져 있다.

Sand Cone method
(ASTM D 1556)

Drive Cylinder
method

(ASTM D 2937)

Nuclear method
(ASTM D 6938)

method

Precision 32 kg/m3 ↓ SD 32 ~ 46.4 kg/m3
SD 10.6 ~ 12.3
kg/m3

Bias
There is no accepted reference value for this test method,

therefore, bias cannot be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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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 cone method와 drive cylinder는 시험 시 원 지반에서 샘플링한 

후 실내시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며 동일한 지점에 

반복 수행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쉽게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흙에서 시험을 진행할 경우 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Sand

cone방법의 경우 시험구의 크기가 크고 시험 종료 후 test hole에 표준사

가 잔류하기 때문에 원지반의 복원이 drive cylinder방법에 비해 어렵다.

Nuclear method는 다른 시험 방법과 달리 동일한 지점에서 반복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복시험을 퉁해 시험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

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험장비가 비용이 높고,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시험

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방사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

업지역에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단점 때문

에 최근에는 Non-nuclear type의 현장 밀도 시험기기가 발명되어 현장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김영민 등 (2015)의 연구 결

과에 따르면 Non-nuclear type의 현장밀도 측정장비는 측정값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얻기 위해 측정 전 측정장비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여야 한

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Nuclear type과 Non-nuclear type의 현

장밀도 측정장비 모두 각각의 프로젝트 별로 보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Harrel and Buttlar, 1999; Hausman and Buttlar, 2000; Henault,

2001; Romero, 2002; Paez, 2018).

Noorany et al. (2000)은 현장밀도 시험의 변동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실 

조건에서 직경 122cm, 높이 100cm의 대형 토조를 사용한 정밀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토조 내의 함수비와 밀도를 정밀하게 조정한 후 Sand cone,

Nuclear, Drive cylinder의 3가지 현장밀도 시험을 다수 진행하여 함수비와 

건조밀도를 측정하였다. 시험 결과 현장밀도 시험의 RMSE는 Sand cone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4.3>.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구 결과를 현장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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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reference로 하여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한 현장 밀도 결과와 

비교·평가하였다.

<Table 4.3> Precision of In-situ density tests (Noorany et al., 2000)

Test method
RMSE

Number of test
dry density (t/m3) water content (%)

Sand Cone 0.025 0.20 49

Nuclear1 0.042 0.90 253

Drive Cylinder 0.057 0.12 60

1Nuclear : based on water contents measured by nuclear density device

*Soil : SC (USCS) Sandy Loam (USDA)

본 연구에서 흙의 함수비 측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노건조법 

(Oven drying method)으로 수행하였다. 노건조법은 미국 ASTM D4643,

국내 KS F 2306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가장 표준적인 함수비 측정 방

법이다.

실내 촬영에 사용한 시료의 건조밀도는 각 함수비 조건에서 건조밀도 

1.1, 1.2, 1.3, 1.4t/m3에 해당하는 흙의 무게를 사전에 계산을 통해 결정

하여 몰드 내부의 밀도를 정밀하게 조정하였다.

현장에서 흙의 건조밀도는 Sand cone방법과 Drive cylinder방법 중 

Drive cylinder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반에 캔을 관입 후 인발하

였으며 캔의 함수비, 무게, 부피를 측정하여 건조밀도를 결정하였다. 이

때, 측정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촬영면적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건조밀도를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현장의 건조밀도로 결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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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구대상지

토양환경정보시스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토양통계자료에 의하면 

논토양 표토의 96.3%, 밭토양 표토의 93.4%가 사양토, 양토, 미사질양토,

미사질식양토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토양의 현장 진단 

방법을 개발을 위해 상기한 4가지 토성에 해당하는 시료를 샘플링하였

다.

<Table 4.4> The texture and area of surface soil in Korea

Loamy
coarse
sand

Loamy
fine
sand

Loamy
sand

Fine
sandy
loam

Sandy
loam Loam Silt

loam

Silty
clay
loam

Clay
loam Total

Paddy

Area

(103 ha)
1.5 6.2 0.0 56.2 299.5 699.2 597.4 80.7 1.2 1741.9

Percent

(%)
0.1% 0.4% 0.0% 3.2% 17.2% 40.1% 34.3% 4.6% 0.1% 100%

Field

Area

(103 ha)
3.3 20.0 9.8 60.6 437.7 751.0 137.1 59.4 4.7 1483.5

Percent

(%)
0.2% 1.3% 0.7% 4.1% 29.5% 50.6% 9.2% 4.0% 0.3% 100%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토양시료는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밭 및 향후 농경

지로 이용 예정인 간척지에서 채취하였다. 채취 전 토양환경정보시스템

에서 제공하는 토양환경지도에서 토성을 참고하여 채취 지역을 선정하였

으며 대상 토양의 토성 및 채취 지역은 <Table 4.5>, <Fig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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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The texture and sampling location of soil samples

Sample Texture (USDA) Latitude Longitude

SL Sandy Loam 37°11'25.6"N 126°41'28.5"E

L Loam 37°10'24.4"N 126°41'00.8"E

SiL Silt Loam 37°13'59.0"N 126°41'09.9"E

SiCL Silty Clay Loam 37°05'36.5"N 126°45'51.0"E

(a) SL (b) L

(c) SiL (d) SiCL

<Fig 4.2> Sampling site of soils

채취한 시료에 대해 입도시험 (KS F 2302), 비중시험 (KS F 2308), 액·소

성한계시험 (KS F 2303)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포화투수계수 (KS F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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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입도분포곡선은 <Fig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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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amples

물리적 특성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분류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4.6>과 같다. 미농무성법 (USDA)으로 토양 분류를 수행한 결

과 각 시료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에서 제시한 바와 동일하게 사양토 

(SL), 양토 (L), 미사질양토 (SiL), 미사질식양토 (SiCL)로 분류되었다. 통

일분류법 (USCS)로 토양 분류를 수행한 결과 사양토는 실트질 모래 

(Silty sand, SM), 양토와 미사질식양토는 저소성 실트 (Low plastic silt,

ML), 미사질양토는 유기질 실트 (Organic silt, OL)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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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Physical properties of soil samples

Soil Gs k LL PL #4 #200
Texture

USDA USCS

SL 2.59 1.1E-04 27.76 24.58 100 42.2 SL SM

L 2.56 3.1E-05 31.85 30.78 100 55.3 L ML

SiL 2.43 3.5E-06 29.22 24.58 100 61.8 SiL ML

SiCL 2.65 3.4E-06 30.04 26.83 100 92.5 SiCL ML

※ Gs : Specific gravity, k : coefficient of permeability (cm/s)

LL : Liquid limit (%), PL : Plastic limit (%)

# 4 : passing percent of 4.75mm sieve (%), # 200 : passing percent of 0.075mm sieve (%)

USDA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CS :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4.3 토양 이미지 획득 과정

4.3.1 실내 토양 이미지 획득

본 연구에서는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실시하여 통제된 균일한 조건

에서 토양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튜디오는 카메라, LED

조명, 외벽 그리고 촬영 대상을 놓을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카

메라는 DSLR중 Canon社의 EOS 100d 모델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렌즈

는 EF-S 18-55mm이다. 촬영 시 해상도는 5184 x 3456픽셀이며 초점거리 

35mm에서 촬영을 실시하였다. 촬영 시 카메라와 PC를 연결한 후 PC에

서 조작을 실시하여 셔터 조작에 따른 카메라의 흔들림을 최소화 하였

다. 스튜디오 상단에 조명 2개를 설치하고 조명 외에 다른 빛이 들어오

지 않는 환경에서 촬영을 실시하여 동일한 광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벽은 균일하게 낮은 빛 반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백색의 무광 

판을 설치하였다. 시료는 몰드에 담아 카메라의 연직 방향에 배치하여 

이미지의 왜곡을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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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Indoor studio for image acquisition

스튜디오 상단의 조명은 30W 밝기의 LED조명이다. 형광등을 조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광등의 깜빡임에 의한 플리커 (flicker) 현상으로 인해 

이미지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상용 LED조명의 경우 플리커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제품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LED를 실내 촬영용 조명으

로 선정하였다. 조명은 토양 시료에서 높이 115cm, 좌우로 41c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이때, 토양 시료 위치에서 SEKONIC社의 C-700

spectromaster를 사용하여 측정한 상관색온도 (correlated color

temperature, CCT)는 6400K이다.

토양 종류 별로 함수비와 밀도가 다른 표층 사진을 획득하기 위해 

110±5℃에서 24시간 노건조된 시료를 함수비를 조정한 후 몰드에 다져

넣어 사진 촬영용 시료를 준비하였다. 몰드는 아크릴로 제작하였으며 직

경 150mm, 높이 50mm의 원형 몰드를 사용하였다 <Fig 4.5>. 이때 시료

의 균질한 다짐과 몰드/칼라의 분리를 막기 위해 같은 직경의 상부 칼

라 (직경 150mm)와 외부 칼라 (직경 160mm)을 사용하였다. 다짐시에는 

전체 시료가 균일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몰드와 같은 직경인 150mm의 

다짐봉을 사용하였다 <Fig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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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Mold and collar for image acquisition

(a) compaction (b) after compaction

<Fig 4.6> Compaction procedure of soil sample

<Fig 4.7>은 시료를 몰드에 다져 넣은 뒤 시료의 상, 하, 측면을 촬영한 

모습이다. 몰드의 상부는 전체 토양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반

면 몰드의 하부, 측면은 빛의 반사나 아크릴에 나타난 긁힌 자국 등으로 

인해 토양의 모습을 촬영하기에 부적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

짐 후 몰드 상부를 촬영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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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pper surface (b) bottom surface (c) side

<Fig 4.7> Specimen after compaction

일반적으로 다짐시험시에는 몰드 높이보다 위쪽까지 시료를 다져넣고 칼

라를 제거한 뒤 몰드의 높이에 맞게 표면 정리를 실시한다. 다짐 후 표

면을 정리한 토양 표면의 사진을 보면 <Fig 4.8>에서와 같이 표층이 고

르지 않고 마지막에 표면을 정리한 방향으로 작은 골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면 정리 방법에 따라 표층의 왜곡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같은 조건으로 성형한 경우에도 토양 표

면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Fig 4.8>의 오른쪽 예시와 같이 

몰드의 높이만큼 다져넣고 표면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시료를 준비하

여 사진 촬영 시 표면이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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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Comparison of compaction procedure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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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시 카메라의 해상도가 달라지면 같은 토양 입자의 크기가 다

르게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촬영 과정 중 카메라의 위치와 렌즈의 

초점거리를 고정하여 이미지의 해상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

진의 촬영면과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간의 거리는 240mm, 초점거리는 

35mm로 고정하여 촬영을 수행하였다. 해당 조건으로 촬영 시 해상도는 

0.018mm/pixel이다.

<Fig 4.9> Camera setting for image acquisition

본 연구에서 수행한 토양 표층 이미지 획득과정을 요약하면 <Fig 4.10>

과 같다. 시료의 초기 함수비는 건조된 상태에서 일정량의 수분을 가해 

5, 10, 15, 20, 25%로 조정하였다. 이후 건조밀도 1.1, 1.2, 1.3, 1.4t/m3에 

해당하는 무게의 시료를 몰드 안에 채워 넣은 후 원형 다짐봉으로 다짐

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몰드와 시료의 무게를 측정한 다음 토양 표층

을 촬영하였다. 같은조건이라도 성형시마다 표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각 조건에 대해 3회의 반복 촬영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한 토

양에 대해 함수비 5개 조건, 건조밀도 4개 조건, 3회 반복으로 총 5×4×

3=60 개의 사진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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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Procedure for imag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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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현장 토양 이미지 획득

현장에서 실내와 동일한 조건으로 촬영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 사진 촬영

용 장비를 제작하였으며 그 모습은 <Fig 4.11>과 같다. 철제 프레임과 

카메라 브라켓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수직방향으로 설치하였으며, 바닥의 

촬영면과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간의 거리는 실내 촬영시와 동일한 

240mm로 설정하였다.

Digital camera

Steel frame

Camera bracket
Image sensor

Image plane

240mm

<Fig 4.11> Camera setting for in-situ image acquisition

현장 사진 촬영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진을 얻는데 적합한 광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다. 광조건이 달라지면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토양의 

색상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

에서는 현장에서 광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조명으로 LED, 카메라 내장 

Flash의 2가지 조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대조군인 자연광 촬영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조명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조명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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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외부 조건을 균일하게 통제하기 위해 박스 형태의 암실 (darkroom)

을 제작하여 외부의 광 유입을 차단 후 촬영을 수행하였다.

LEDFlash

Pop-up Flash LED Light

<Fig 4.12> LED and Flash light

<Fig 4.13> Darkroom for in-situ imag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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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토양 이미지의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4.4.1 DIP를 이용한 토양 이미지 내 정보 추출

토양 이미지에서 딥러닝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프로그래밍 코드를 통해 토양 이미지에서 추출한 정보는 아래 

<Fig 4.14>와 같다.

<Fig 4.14> Code sample for digital image processing

1) RGB 값

디지털 이미지는 여러개의 픽셀 (Pixel, Picture element의 줄임말)의 집

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픽셀은 RGB (Red, Green, Blue)의 세 가지 

색상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를 2차원 함수 f(x, y)로 정의하면 각 픽셀의 

위치는 이미지상에서의 공간좌표값 (x, y)로, 해당 픽셀에서의 색상은 함

수 f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인 8비트 (bit) 컬러 영상에서는 RGB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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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8 = 256개의 값을 지닐 수 있으며 이에 따라 0 ~ 255의 값을 가진

다. 0에 가까울수록 어두운 색을 나타내고 255에 가까울수록 밝은 색을 

나타낸다.

토양의 색상 (토색, soil color)은 토양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산화철이나 

유기물질에 의해 발현되며 토양의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인자이다. 토

양의 색상은 토양을 분류하는데 광범위 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같

은 토양에서는 수분이 많을 때 짙은 색을 나타내고, 건조하면 옅은 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토양의 색상을 이용하여 함수비를 예측 할 수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Fig 4.15>와 같이 토양의 디지털 이미지에서 색

상정보를 나타내는 RGB값을 추출하여 토양의 물리적 특성 예측에 활용

하였다.

<Table 4.7>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soil color

Color Characteristics

Black Very high organic matter

Dark brown High in organic matter

Light brown Low in organic matter

Red-brown Good drainage

Red Weathered / nutrient poor

Yellow Moderate drainage

Gray Poor drainage

White, light gray Sandy

Original image R, G, B value in pixel

Blue Green Red

<Fig 4.15> RGB data of soi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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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극 면적 (Void area) 및 간극 면적 곡선 (Void area curve)

토양 내의 간극 (공극)은 간극비 (, void ratio)로 대표되며 이는 흙 입

자의 부피 ()에 대한 간극의 부피 ()의 비로 정의된다.

  


(4.1)

간극비가 크면 일반적으로 전단강도, 지지력, 모래지반의 내부마찰력, 점

토지반의 점착력이 작아지며 또한 압축성, 투수성, 압밀침하가 증가한다.

미국 토양학회의 간극 크기 분류에서는 토양의 간극을 크기에 따라 대공

극 (Macropores), 중간공극 (Mesopores), 미세공극 (Micropores), 극세공

극 (Ultramicropores), 초세공극 (Cryptopores)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대공극 (Macropores)은 작물의 뿌리가 쉽게 성장할 수 있는 공극으로 

토양이 다져짐에 따라 가장 크게 감소하는 공극이다 (Akker and Soane,

2005; Ruser et al., 2008).

<Table 4.8> Pore-size classification (Brewer, 1964).

Class Subclass
Class limits

equivalent diameter (mm)

Macropores

Coarse > 5

Medium 2 ~ 5

Fine 1 ~ 2

Very Fine 0.075 ~ 1

Mesopores 0.03 ~ 0.075

Micropores 0.005 ~ 0.03

Ultramicropores 0.0001 ~ 0.005

Cryptopores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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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Relationship between the bulk density and the macro-pore

volume (Ruser et al., 2008)

흙의 건조밀도는 흙입자의 질량 ()에 대한 흙의 전체 체적 ()의 비

로 정의되며 흙의 다져진 정도를 대표하는 값이다. 흙의 건조밀도는 간

극비의 영향을 받는데, 흙의 간극비가 증가하면 건조밀도가 감소하고 반

대로 간극비가 감소하면 건조밀도가 증가한다.

  





 (4.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양의 간극 중에서 다짐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공극은 0.075mm 이상의 대공극이므로 토양 이미지상에서 대공극의 

변화를 잘 예측할 수 있다면 건조밀도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지 분석에 사용되는 토양 이미지는 2차원 이미지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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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아니라 면적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간극비를 예측하여야 한다 

(Borges et al., 2019). 흙 입자의 면적 ()과 간극의 면적 ()을 이용

하여 2차원 이미지에서의 간극비 ()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 

4.3>과 같다.

  


(4.3)

본 연구에서는 를 간극 면적 (void area)로 명명하고 추후 분석에 활

용하였다.

토양이미지에서 간극 면적을 추출하기 위해 이진화 (image binarization,

thresholding)를 수행하였다. 이진화를 수행하면 원본 이미지의 픽셀의 

강도 (intensity)값이 문턱값 (threshold)을 기준으로 기존의 0 ~ 255에서 

0 또는 1로 변환된다. 즉, threshold를 기준으로 하여 그보다 픽셀의 강

도가 낮으면 0, 높으면 1로 치환되는 것이다. 이를 토양 이미지에 적용하

여 보면, 이미지상에서 밝게 나타나는 부분인 토립자는 1, 어둡게 나타나

는 부분인 간극 부분은 0으로 변환된다. 이때 이진화된 토양 이미지에서 

0으로 나타난 픽셀 수의 총 합을 전체 픽셀 수로 나누어주면 간극 면적

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진 간극 면적은 최소 0에서 최대 1로 표

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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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image After bin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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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Process of extracting the void area of soil image

토양이미지를 threshold값에 따라 이진화하면 <Fig 4.18>과 같다. 실제 

이진화된 이미지는 흑/백으로 표현되나, 가시성을 위해 이진화 후 간극

으로 표현된 부분을 적색으로 하여 원본 토양 이미지 위에 합성한 후 도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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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 0 Threshold = 30

Threshold = 60 Threshold = 90

Threshold = 120 Threshold = 150

<Fig 4.18> Result of thresholding of soi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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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토양의 간극비를 나타내는 간극 면적을 구하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적절한 threshold값은 토양의 종류, 함수비, 다짐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극 면적을 하나의 threshold에서 결정

하지 않고 threshold값에 따른 간극면적의 분포를 토양의 간극 면적을 

대표하는 데이터로 선정하였고, 이를 간극 면적 곡선 (Void Area Curve,

VAC)라 명명하였다.

<Fig 4.19> Process of extracting the void area curve of soil image

VAC는 threshold가 증가함에 따라 간극면적이 Sigmoid curve형태로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며 토양의 종류, 함수비, 밀도에 따

라 증가하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

양 밀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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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DIP를 이용한 토양 이미지의 전처리

1) 이미지 분할

이미지 증강 (Image augmentation)은 원본 이미지에 인위적인 변화를 

주어 학습 이미지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이미지 증강은 

원본 이미지의 개수가 적을때에도 다수의 학습 이미지로 변환하여 효과

적인 딥러닝 모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미지 증강의 방법은 크게 

이미지 분할과 이미지 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미지 분할은 원본 이미

지를 작은 여러개의 이미지로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촬영된 토양 표층 사진의 해상도는 5184 x 3456픽셀이며 이를 CNN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사각형 형태의 이미지로 분할하면 아래 <Table

4.9>와 같다.

<Table 4.9> Image segmentation of 5184 x 3456 pixel image

Original Image Output Image

Resolution Resolution Number of images

5184 x 3456

216 x 216 24 x 16 = 384

288 x 288 18 x 12 = 216

432 x 432 12 x 8 = 96

576 x 576 9 x 6 = 54

864 x 864 6 x 4 = 24

1728 x 1728 3 x 2 = 6

이미지 변형은 좌우반전, 상하반전, 회전, 밝기조정, 블러링 등의 방법이 

있다. 좌우반전, 상하반전, 회전 등은 대상의 방향성을 고려하기 위해 적

용하는것이고 밝기조정이나 블러링은 날씨, 조명, 흔들림 등 다양한 촬영 

조건에 대해 고려하기 위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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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색상 보정

간극면적곡선 추출 시 사용하는 Gray 이미지는 RGB이미지를 구성하는 

각 성분인 R, G, B값의 평균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RGB이미지의 색상에 

따라 Gray이미지의 색상이 달라지며, 이는 간극면적곡선의 차이로 이어

지게된다. 이에따라 토양의 색상에 따른 이미지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 

Gray 이미지의 색상 보정 (color correction)을 수행하였다. 색상 보정은 

Gray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보정 후 

이미지 히스토그램의 평균값을 Gray 이미지의 색상값 범위인 0 ~ 255의 

중간값인 128으로 조정하였다. 해당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 

4.4>와 같다.

    ×


(4.4)

여기서,    : 색상 보정 후 이미지의 색상값

 : gray 이미지 내 x, y지점에서의 색상값

  : gray 이미지의 색상 평균값

RGB image Gray image Color corrected gray image

<Fig 4.20> Change of image and histogram during color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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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DIP를 이용한 토양 이미지 처리

5.1 토양 특성에 따른 토양 이미지의 색상 변화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이미지의 색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실내 

스튜디오에서 토양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토양별로 함수비 5 ~ 25% (5%

간격), 건조밀도 1.1 ~ 1.4 t/m3 (0.1 t/m3 간격) 조건으로 성형하여 촬영

을 수행하였으며, 촬영 결과는 아래 <Fig 5.1>과 같다. 토양 별 원본 이미

지의 개수는 함수비 5단계 × 밀도 4단계 × 반복 3회로 총 60개씩이다.

Soil : SL
Dry density (t/m3)

1.1 1.2 1.3 1.4

Water

content

(%)

5

10

15

20

25

(a) Sandy Loam

Soil : L
Dry density (t/m3)

1.1 1.2 1.3 1.4

Water

content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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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b) 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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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 SiL
Dry density (t/m3)

1.1 1.2 1.3 1.4

Water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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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ilty Loam

Soil : SiCL
Dry density (t/m3)

1.1 1.2 1.3 1.4

Water

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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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5

(d) Silty Clay Loam

<Fig 5.1> Original images for soil physical property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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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토양의 RGB값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Fig 5.2>와 같다. 토양 

종류에 따른 색상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같은 함수비, 밀도 조건에서 이

미지를 선정하였다. 모든 토양에서 Red값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Red, Green, Blue의 순서로 값이 작게 나타났다. 조립질 성분이 많은 

SL, L, SiL은 Red, Green, Blue값이 고르게 분포하여 토양 이미지가 다

양한 색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세립분 함량이 많은 SiCL의 경

우에는 RGB값의 분포가 고르지 않고, RGB값 분포 각각의 중앙값이 다

른 토양에 비해 차이가 적게 나타났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갖는 

색상정보의 다양성이 다른 토양에 비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SL L

SiL SiCL

<Fig 5.2> Comparison of RGB histogram of soil image according to texture

(WC = 5%, Dry density = 1.1t/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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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비 변화에 따른 토양 표층 이미지의 변화는 <Fig 5.3>과 같다. 토양

의 함수비가 증가하면 토양의 색상이 점차 어두워지며 흙이 뭉쳐서 토괴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함수비 증가에 따른 토양 이미

지의 변화 양상은 토양의 종류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지만 유사한 경향

을 나타냈다. 토양의 종류에 따른 표층 이미지의 차이는 토양의 기본적

인 토색이 가장 큰 차별점으로 판단된다.

SL

L

SiL

SiCL

WC 5% WC 10% WC 15% WC 20% WC 25%

<Fig 5.3> Comparison of soil image according to water content (Dry

density = 1.2t/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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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함수비에 따른 평균 RGB값의 변화 양상은 <Fig 5.4>와 같다. 함

수비에 따른 RGB값의 변화는 육안 관찰 결과와 동일하게 함수비가 증

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 시료에서는 고함수비 영역에

서 RGB값이 증가하는데, 이는 함수비가 높아짐에 따라 토양내 수분이 

표층으로 상승하여 반사된 빛의 영향이다.

SL L

SiL SiCL

<Fig 5.4> Change of RGB value according to water content (Dry density =

1.2t/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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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변화에 따른 토양 표층 이미지의 변화는 <Fig 5.5>와 같다. 밀도 

증가 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공극이 점차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또한 함수비와 마찬가지로 토양의 종류에 따른 표층 이

미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색으로 판단된다.

SL

L

SiL

SiCL

1.1 t/m3 1.2 t/m3 1.3 t/m3 1.4 t/m3

<Fig 5.5> Comparison of soil image according to dry density (WC = 20%)



- 77 -

토양의 밀도에 따른 평균 RGB값의 변화 양상은 <Fig 5.6>과 같다. 토양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RGB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변화 폭은 

함수비의 변화에 따른 RGB값의 변화 폭보다 작다. 밀도 증가에 따른 

RGB값의 증가는 육안 관찰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밀도 변화에 따

라 나타나는 표층 공극 분포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토양 이미지에서 흙

덩이는 밝게 나타나고 반대로 공극 부분은 어둡게 나타나기 때문에 밀도 

증가에 따라 공극 부분이 작아지면서 이미지의 RGB값이 증가하는 것이

다.

SL L

SiL SiCL

<Fig 5.6> Change of RGB value according to dry density (WC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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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딥러닝을 위한 학습 이미지 증강

1) 이미지 분할 

CNN모델 구성 시 획득한 토양 표층 이미지 원본을 정사각형 형태의 이

미지로 분할하여 학습 및 검증에 사용하였다. 분할된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은 경우 원본 이미지의 특징을 잘 반영하나 학습에 사용되는 이미지의 

개수가 작아지며 또한 모델 구현 시 메모리 소요가 증가하여 일반적인 

개인용 PC에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해상도가 낮은 

경우에는 학습이미지의 개수가 많아져 모델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으

나 각각의 해상도가 낮아 토양 표층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정한 학습 효율 및 정확도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해상도로 분할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CNN모델의 학습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할된 이미지의 해상도는 각각 216 x 216,

432 x 432, 864 x 864로 선정하였으며 그 예시는 <Fig 5.7>과 같다.

(a) Original Image (5184 x 3456 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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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fter 24 x 16 slicing → 384 images (216 x 216 pixel)

(c) after 12 x 8 slicing → 96 images (432 x 432 pixel)

(d) after 6 x 4 slicing → 24 images (864 x 864 pixel)

<Fig 5.7> Image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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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변형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 이미지의 증강이 필요할 시 이미지의 

변형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딥러닝 시 학습 이미지 증강에 사용하는 

이미지 변형 방법은 회전 (rotate), 반전 (flip), 밝기 (brightness) 및 대비 

(contrast)의 조정 등이 있다.

토양 이미지에 각도별 회전, 상하반전, 좌우반전, 밝기 및 대비조정을 실

시한 예시는 <Fig 5.8>과 같다. 이미지를 회전할 때 직각방향 및 상하/

좌우반전이 아닌 경우 (30, 60° 등) 예시와 같이 회전을 실시한 후에 이

미지의 외각부에 공백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CNN 모델 학습시 대상이 

되는 이미지의 경우 이미지의 특징이 중앙부분에 분포하며 외각의 배경

은 무시되기 때문에 이미지의 회전을 통해 방향성을 고려해준다면 더 좋

은 학습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토양 이미지

의 경우 학습자료의 전 면적에 토립자와 공극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을 통해 공백이 나타난 이미지를 학습시키는 경우 이 공백이 

토양의 공극으로 잘못 학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

자료 증강이 필요할 때 직각방향 및 상하/좌우반전된 이미지만을 추가

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양의 색상은 토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같은 토양이라

도 함수비가 증가하면 토양의 밝기가 감소하고, 채도가 증가한다. 이미지 

변형 시 밝기나 대비 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토성 및 함수비와 큰 연관성

이 있는 토양의 색상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의 밝기와 대

비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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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Result of transformations of soi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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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지 필터링

토양의 밀도 예측 시 토양 표면의 간극 분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미지에 필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미지 필터링 방법은 이진화 

(thresholding)를 이용하였다. 이진화 방법에 따른 토양 표층 이미지의 

변화는 <Fig 5.9>와 같다.

<Fig 5.9> Result of various thresholding to soil image

본 연구에서는 이진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이며 주로 사용되는 normal

thresholding과 inverted thresholding을 사용하였다. 전자는 threshold값 

(문턱값)을 기준으로 픽셀의 색상값이 더 높으면 255 (백색), 낮으면 0

(흑색)으로 치환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반대로 더 낮을 때 0, 높을 때 255

로 치환하는 방법이다. 이에따라 같은 문턱값에 대하여 상기한 두가지 

이진화 방법을 적용하여 보면 정확히 반전된 이미지로 나타난다.

문턱값에 따른 normal / inverted thresholding 결과는 아래 <Fig 5.10,

11>과 같다. normal thresholding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더 밝은 부분

인 토양 입자가 백색, 더 어두운 부분인 공극이 흑색으로 나타나고 

inverted thresholding을 적용하면 그 반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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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0> Result of normal thresholding with threshold = 60, 80, 120, 140

<Fig 5.11> Result of invetred thresholding with threshold = 60, 80, 12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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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양 이미지의 간극면적곡선 (VAC)

간극면적곡선은 threshold값에 따라 추출된 간극면적의 집합이기 때문에 

추출 시 사용되는 threshold값의 간격이 간극면적곡선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threshold 간격으로 간극면적곡선을 추출

한 후 이를 비교하여 적정 threshold 간격을 결정하였다. threshold 간격

에 따른 간극면적곡선의 추출 예시는 아래 <Fig 5.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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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VAC with various threshold interval

threshold 간격이 20 이하인 경우 모두 곡선의 개형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나 그 이상의 경우에는 추출되는 지점이 적어 곡선의 개형이 실제 

간극면적곡선과 다르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추출시 소요되

는 시간과 데이터의 양에 따른 딥러닝 모델의 가동 속도를 고려하여 

threshold 간격 5로 추출한 간극면적곡선을 사용하였다. 이 경우 각 사진

별로 추출되는 간극 면적 데이터는 52개이며 이를 딥러닝 모델의 입력자

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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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이미지에서 추출한 토양의 간극면적곡선의 예시는 <Fig 5.13, 14>

와 같다.

Density (t/m3)

Texture : SL
WC : 5%

<Fig 5.13> Change of VAC according to dry density

WC (%)

Texture : SL
Density : 1.1 t/m3

<Fig 5.14> Change of VAC according to water content

본 연구의 대상 토양 특성인 함수비, 밀도 변화에 따른 간극면적곡선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같은 함수비 일 때, 밀도가 증가할수록 간극면적곡선이 오른쪽으로 이

동하며, 기울기가 증가한다.

2. 같은 밀도 일 때, 함수비가 감소할수록 간극면적곡선이 오른쪽으로 이

동하며, 기울기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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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종류에 따른 간극면적곡선의 차이는 아래 <Fig 5.15>와 같다. 토

양의 밀도가 증가할 때 간극면적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기울기가 

증가하는 특징은 모든 토양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나 변화량은 토양의 종

류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토양별로 간극면적곡선의 위치가 상이

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각 토양의 토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밀도 변화 시 조립질이 많은 토양은 곡선의 변화가 크

고, 세립질이 많은 토양은 기울기의 변화가 작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간극

면적곡선은 토양의 종류, 함수비, 밀도에 따라 일정한 경향의 변화를 보

이기 때문에 이를 딥러닝 모델의 예측 데이터로 활용 시, 토양의 물리적 

특성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ensity (t/m3)

Texture : SL
WC : 10%

Density (t/m3)

Texture : L
WC : 10%

(a) SL (b) L

Density (t/m3)

Texture : SiL
WC : 10%

Density (t/m3)

Texture : SiCL
WC : 10%

(c) SiL (d) SiCL

<Fig 5.15> Comparison of VAC according to soil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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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보정을 수행한 토양 이미지에서 추출한 토양의 간극면적곡선의 예시

는 <Fig 5.16, 17>과 같다.

Density (t/m3)

Texture : SL
WC : 5%

<Fig 5.16> Change of color-corrected VAC according to dry density

WC (%)

Texture : SL
Density : 1.1 t/m3

<Fig 5.17> Change of color-corrected VAC according to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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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보정을 수행한 이미지에서 추출한 간극면적곡선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한 점에서 교차

2. 같은 함수비 일 때, 간극면적곡선의 기울기가 밀도와 비례

3. 같은 밀도 일 때, 간극면적곡선의 기울기가 함수비와 반비례

색상보정 전, 후 이미지에서 추출한 토양의 간극면적곡선을 비교하면 

<Fig 5.18 ~ 22>와 같다. 색상보정 전의 간극면적곡선은 토색에 따라 수

평방향의 위치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색상보정을 수행하면 토양의 

종류와 색상과 무관하게 중앙의 한 점에서 교차되는 형태로 나타나며 기

존의 함수비, 밀도 변화에 따른 곡선의 기울기 변화 양상은 동일하다. 이

에 따라 DNN모델의 학습 시 색상보정을 수행한 간극면적곡선을 사용하

여 토색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함수비와 밀도 변화 시에 간극 분포

의 변화를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Density (t/m3)

Texture : SL
WC : 5%

Density (t/m3)

Texture : SL
WC : 5%

(a) original image (b) color-corrected image

<Fig 5.18> Void area curve (S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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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t/m3)

Texture : SL
WC : 10%

Density (t/m3)

Texture : SL
WC : 10%

(a) original image (b) color-corrected image

<Fig 5.19> Void area curve (SL, 10%)

Density (t/m3)

Texture : SL
WC : 15%

Density (t/m3)

Texture : SL
WC : 15%

(a) original image (b) color-corrected image

<Fig 5.20> Void area curve (SL, 15%)

Density (t/m3)

Texture : SL
WC : 20%

Density (t/m3)

Texture : SL
WC : 20%

(a) original image (b) color-corrected image

<Fig 5.21> Void area curve (SL, 20%)

Density (t/m3)

Texture : SL
WC : 25%

Density (t/m3)

Texture : SL
WC : 25%

(a) original image (b) color-corrected image

<Fig 5.22> Void area curve (SL,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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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간극면적곡선을 구성하는 threshold별 52개의 간극면적 데이터는 

부드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곡선이기 때문에 서로 상관성이 있다. 서로 

상관성이 있는 독립변수들로 회귀분석 모델을 구성하는 경우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하여 모델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간극면적곡선을 하나의 변수로 변환하여 딥러닝 회귀 모형에 입

력하였다. 선택한 변수는 표준편차 (standard deviation, )로 아래 <식 

5.1>과 같이 산정된다.

  





  






(5.1)

여기서,  : 표준편차,  : 번째 간극면적,  : 집단의 평균,  : 표본

의 크기이다. 간극면적곡선에서 추출한 표준편차의 예시는 <Fig 5.23>과 

같다. 간극면적곡선의 기울기가 낮을수록 표준편차가 작게 나타나며, 기

울기가 급할수록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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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3> Change of color-corrected VAC according to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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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토양 이미지의 딥러닝을 통한 

토양 특성 예측

6.1 딥러닝 모델의 개발 환경

딥러닝 모델의 구현을 위해 Windows 8.1, Python 3.7, Anaconda 3,

CUDA 10.1, cuDNN v10.1, Tensorflow 1.14의 환경에서 개발을 수행하

였다.

<Table 6.1> Configuration for deep learning model operation

Tool Specification

PC

Processor Intel(R) Core(TM) i7-4790K CPU @ 4.00GHz

RAM 32.0GB

Windows Windows 8.1 Enterprise K

Graphic card NVIDIA GeForce GTX 1660 Ti (6GB)

CNN model

Language Python 3.7 (Anaconda 3)

Machine

Learning

CUDA 10.1

cuDNN v10.1

Tensorflow 1.14

Anaconda는 Python과 Python에서 데이터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패키지

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 플랫폼이며 특히 윈도우즈 환경에서 쉽게 가상

환경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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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DA (Compute Unified Device Architecture)는 NVIDIA에서 만든 병

렬 컴퓨팅 플랫폼 및 API 모델로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서 수행하는 

병렬처리 알고리즘을 C프로그래밍 언어를 비롯한 산업 표준 언어를 사

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GPGPU (General Purpose GPU)기술이

다.

cuDNN (CUDA Deep Neural Network library)는 CUDA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할때 활용되는 라이브러리이다. cuDNN은 Caffe, Caffe2,

Keras, MATLAB, MxNET, Tensorflow 및 PyTorch와 같은 널리 사용되

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실행을 빠르게 수행한다.

TensorFlow는 머신러닝 프로그램 중 딥러닝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로 2015년 Google에서 발

표하였다. TensorFlow는 Python, JAVA, Go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왼도우, 맥, 리눅스,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a) Anaconda (b) NVIDIA CUDA

(c) NVIDIA cuDNN (d) TensorFlow

<Fig 6.1> Library for deep learning model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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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DNN모델을 이용한 토양 물리성 예측

6.2.1 토양 분류

DNN모델을 이용해 토양 분류 예측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모델의 세부 

사항은 아래 <Table 6.2>와 같다.

<Table 6.2> Structure of soil texture prediction model by DNN

DNN Model Note

Input data

Soil image
5184 x 3456 pixel

(0.018mm/pixel)

Data from image
Color : R, G, B

Void area curve 

Output data
Soil type : SL, L, SiL,

SiCL

Soil

condition

Type SL, L, SiL, SiCL

WC 5, 10, 15, 20, 25 %

Dry density 1.1, 1.2, 1.3, 1.4 t/m3

토양의 종류는 4종이며 함수비와 밀도가 다양하게 구성된 상태의 원본 

이미지 각 60장을 사용하였다. 서로 다른 토양을 분류하는 것이 모델의 

목표이므로, 4종의 토양 사진을 함께 사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이

에 따라 총 240개의 이미지를 학습에 사용하였다. 이때 6-fold cross

validation방법을 적용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모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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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 사용된 입력데이터는 원본 이미지에서 추출한 색상정보 (RGB)와 

간극면적곡선이다. 간극면적곡선은 색상값 0에서 255까지 threshold 5 간

격으로 추출하여 이미지 1장당 52개의 간극면적데이터를 추출하였으며 

이 간극면적곡선의 표준편차를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에따라 1장의 

이미지에서 추출되어 입력되는 정보의 양은 RGB 3개, 간극면적곡선의 

표준편차 1개로 총 4개이다. DNN모델의 경우 회귀모형이기 때문에 범

주형 자료인 토양 종류 (SL, L, SiL, SiCL)를 직접 예측할 수 없다. 따라

서 토양의 종류에 따라 1 ~ 4번의 번호를 부여하여 회귀모형의 결과가 

가까운 쪽으로 토양 분류를 결정하였다.

DNN 모델을 이용한 토양 분류 예측 결과는 아래 <Table 6.3>과 같으

며, 96.25%의 정확도로 토양 분류를 예측하였다.

<Table 6.3>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by DNN model

Input data
Actual

Texture

Predicted Soil Texture
Accuracy

SL L SiL SiCL

R G B

&

StDev of VAC

SL 51 9 0 0 85%

96.25%
L 0 60 0 0 100%

SiL 0 0 60 0 100%

SiCL 0 0 0 60 100%

기존 연구에서 토양 분류 시 사용한 판별분석 방법은 건조된 토양은 잘 

분류하지만 다양한 함수비의 사진을 이용하였을때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박재성, 2017). 본 연구에서 사용한 DNN모델은 

다양한 함수비와 밀도 조건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양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기존 분석 방법의 한계점을 개선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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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함수비

DNN모델을 이용하여 토양 함수비 예측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모델의 세

부 사항은 아래 <Table 6.4>와 같다.

<Table 6.4> Structure of soil water content prediction model by DNN

DNN Model Note

Input data

Soil image
5184 x 3456 pixel

(0.018mm/pixel)

Data from image

Soil type

Color : R, G, B

Void area curve 

Output data Water content %

Soil

condition

WC 5, 10, 15, 20, 25 %

Dry density 1.1, 1.2, 1.3, 1.4 t/m3

함수비 예측에 사용된 입력데이터는 토양 분류시와 동일하게 RGB 3종

의 색상정보와 간극면적곡선의 표준편차로 구성하였다. 모델의 출력 데

이터는 토양의 함수비이며 %값으로 나타난다. 토양 분류 모델과의 차이

점은 함수비 예측 모델은 각 토양의 함수비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므

로, 토양 종류 별로 모델을 각각 구성한 점이다. 따라서 각 토양 종류별

로 원본 이미지 60장으로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때 6-fold cross

validation방법으로 검증을 수행하고 모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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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N모델을 이용한 토양 함수비 예측 모델의 결과는 아래 <Fig 6.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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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Prediction results of soil water content by D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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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N모델을 이용한 함수비 예측 결과 RMSE는 0.2 ~ 1.0%로 나타났다.

Noorany et al. (2000)이 현장밀도 시험 수행 시 측정한 함수비의 RMSE

는 drive cylinder method가 0.12%, sand cone method가 0.20% 그리고 

nuclear method가 0.90%이다. 해당 결과는 정밀하게 조정된 대형 몰드 

내에서 노건조법으로 측정된 함수비와 비교한 결과이며 drive cylinder

method와 sand cone method는 노건조법으로, nuclear method는 열중성

자화 (Neutron thremalization)의 원리로 측정한 결과이다. Kim et al.

(2019)는 UAV를 이용하여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바탕으로 표층 함

수비를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RMSE는 20m 상공 촬영 시 

2.21%, 150m 상공 촬영 시 7.87%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함수비 

측정시 사용되는 체적함수비 센서의 정확도는 3~4%이다. 상기 연구 결

과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DNN모델을 이용한 함수비 예측 모델의 정확도

는 항공사진 촬영, 함수비 및 방사선 센서 사용시보다 우수하며, 다른 방

법들에 비해 노건조법의 측정 결과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DIP를 이용한 함수비 예측에 대한 연구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함

수비 예측이 가능하였으나 해당 연구들은 다양한 토양 밀도 조건을 고려

하지 않고 함수비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함수비 조건 뿐만아니라 

농경지의 현장 밀도 범위를 고려하여 밀도 조건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함수비, 밀도 조건 하에서 함수비 예측을 수행하였음에도 

딥러닝 모델이 높은 정확도로 함수비를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토양 이미지의 RGB값은 함수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함수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는 경우 표층 수분에 빛이 반사되어 RGB값

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박재성, 2017). 이때 RGB값이 최소

값일 때 함수비에서 약 5%이상 함수비가 증가하였을 때 RGB값이 급격

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조립질이 많은 풍화토의 경우 함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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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 이상에서부터 RGB값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세립분 함량이 50%

이상인 토양들은 16 ~ 26% 이상의 함수비 일 때 RGB값이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대상 토양 일부는 함수비 20% 이상에서 

RGB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25%까지 함수비가 증가하였을 때 

RGB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아 함수비 예측시 이에 

따른 큰 오차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수비가 25% 이상으로 증가

하면 수분에 따른 빛의 반사가 크게 나타나 RGB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함수비 25%내에서 해당 모델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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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건조밀도

DNN을 이용한 토양 건조밀도 예측 모델의 구성은 아래 <Table 6.5>와 

같다.

<Table 6.5> Structure of soil dry density prediction model by DNN

DNN Model Note

Input data

Soil image
5184 x 3456 pixel

(0.018mm/pixel)

Data from image

Soil type

Water content

Void area curve 

Output data Dry density t/m3

Soil

condition

WC 5, 10, 15, 20, 25 %

Dry density 1.1, 1.2, 1.3, 1.4 t/m3

각 토양의 건조밀도를 예측하기 위해 함수비와 마찬가지로 토양 별로 모

델을 구성하였고 6-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하여 검증과 학습을 진행

하였다. 입력자료는 함수비와 간극면적곡선의 표준편차이다. 모델의 출력 

데이터는 토양의 건조밀도이며 t/m3 단위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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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N모델을 이용한 토양 건조 밀도 예측 모델의 결과는 아래 <Fig 6.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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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Prediction results of dry density by D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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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N모델을 이용한 건조밀도 예측 결과 RMSE는 0.061 ~ 0.101t/m3로 

나타났다. Noorany et al. (2000)는 대표적인 현장밀도 시험인 Sand

cone, nuclear, drive cylinder method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정밀한 

실험을 수행하여 각 실험방법의 RMSE를 각각 0.025, 0.042, 0.057t/m3으

로 평가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DNN모델을 사용한 현

장밀도 예측 결과는 기존 현장 밀도 시험 방법에 유사한 정확도를 보였

다. 그러나 세립분 함량이 매우 높은 SiCL에서는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기존 시험 방법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SiCL의 간극면적곡선을 살

펴보면, 낮은 함수비 (5%) 조건에서 밀도 변화에 따라 곡선의 차이가 거

의 없는 것으로 관찰되며 토양 이미지에서도 밀도 변화에 따른 간극 분

포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SiCL과 같이 세립분 함량 90%이상을 포

함하고 있는 흙은 주로 논과 같이 담수를 실시하는 환경에서 사용되며 

자연함수비가 5%정도로 낮게 나타나는 상황은 실제 자연 환경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황

에서 DNN모델은 건조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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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density = 1.1 t/m3 Dry density = 1.2 t/m3

Dry density = 1.3 t/m3 Dry density = 1.4 t/m3

(b) Digital image of SiCL at WC 5%

<Fig 6.4> VAC and soil image of fine clayey soil

다짐에 의해 흙이 다져지는 정도는 흙의 함수비와 큰 연관이 있다. 다짐

곡선의 최적함수비에서 건조측은 함수비가 증가할수록 다짐이 더 잘 이

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반대로 습윤측은 함수비가 증가할수록 다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최적함수비보다 습윤측에서 다짐을 수행

하는 경우 간극면적곡선의 변화 양상이 현재의 실험 결과와 상이하게 나

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함수비 증가에 따른 간극면적곡선의 변화 

양상이 일정하게 나타나 해당 특징을 바탕으로 건조밀도를 예측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고함수비 영역에서는 흙의 다짐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구축한 건조밀도 예측 모델은 함수비 25% 이

내에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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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함수비, 건조밀도 예측 모델의 범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밭 토양 환경을 주로 구성하는 대표적인 토양 분류

인 SL, L, SiL, SiCL의 4개 토양에 대해서 DNN모델을 구축하였으며,

DNN모델을 이용한 함수비, 현장밀도 예측 결과 딥러닝 방법은 각 토양

의 함수비와 현장밀도를 우수한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토양은 공간변동성이 매우 크고, 같은 현장에서 채취한 시

료도 서로 입도분포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토양에 대한 

학습자료를 구축하여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한 같은 토양 분류 내에서도 서로 입도분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입도분

포가 동일하더라도 모암의 성질이 달라 토색이 다를 가능성 또한 존재한

다. 이에따라 사전에 구축된 DNN 모델이 다른 토양에 대해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평가를 수행하였다.

DNN 함수비 예측 모델의 범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토양별 모델을 다

른 3개의 토양에 적용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6> RMSE of DNN model for water content prediction

Model
Result (RMSE, %)

SL L SiL SiCL

SL 1.04 11.53 28.97 77.07

L 5.01 0.50 33.43 70.54

SiL 6.66 7.09 0.33 32.74

SiCL 28.25 26.72 15.92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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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7> R2 of DNN model for water content prediction

Model
Result (R2)

SL L SiL SiCL

SL 0.98 0.69 0.88 0.82

L 0.76 1.00 0.93 0.81

SiL 0.69 0.74 1.00 0.07

SiCL 0.84 0.56 0.9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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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5> Versatility test of water content prediction model by D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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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비 예측 결과 입도 분포가 서로 유사한 SL, L, SiL의 경우 함수비 

값이 실제값과 큰 차이를 보여 RMSE가 매우 높으나 그래프의 개형은 

선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정계수  는 0.69 ~ 0.93의 범위로 나타났

다. 이는 토양의 종류에 따라 기본적인 토색이 다르고, 함수비 증가에 따

른 색상 변화량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해당 결과는 DNN모델이 모델

의 색상값이 감소하면 함수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학습한 결

과이다. 이와 같이 결과값이 선형으로 나타나는 경우 현장에서 2~3개 지

점에 대한 함수비를 획득 후 함수비 예측 결과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사

용 가능하다.

SiCL 토양의 경우 다른 세 토양과 입도분포가 상이한데, 이와 같은 경우 

다른 토양의 함수비를 선형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그 값 또한 다른 토

양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SiCL의 세립분 함량이 매우 

높아 다른 토양과 간극면적곡선의 변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함수비 예측 모델이 없는 지역에 기존의 모델

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토양 분류 결과에 따라 입도분포가 유사한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데이터를 

이용한 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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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N 밀도 예측 모델의 범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일 토양으로 모델을 

구성하여 다른 토양들에 적용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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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6> Versatility test of dry density prediction model by DNN

(model 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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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Versatility test of dry density prediction model by DNN

(mode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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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Versatility test of dry density prediction model by DNN

(model 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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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9> Versatility test of dry density prediction model by DNN

(model SiCL)

<Table 6.8> RMSE of DNN model for dry density prediction

Model
Result (RMSE, t/m3)

SL L SiL SiCL

SL 0.070 0.066 0.072 0.196

L 0.071 0.066 0.078 0.208

SiL 0.082 0.081 0.061 0.243

SiCL 0.115 0.113 0.12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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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9> R2 of DNN model for dry density prediction

Model
Result (R2)

SL L SiL SiCL

SL 0.61 0.66 0.69 0.12

L 0.61 0.66 0.69 0.12

SiL 0.60 0.64 0.71 0.11

SiCL 0.39 0.40 0.40 0.18

DNN함수비 예측 모델의 경우 입도분포가 유사한 토양은 서로 함수비를 

선형적으로 예측하였지만, 밀도 예측 모델은 모든 경우에서 다른 토양의 

밀도값을 적절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측 결과가 

매우 분산된 형태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가 함수비 예측 모델에 비해 

매우 낮게 도출되었다.

밀도 예측 모델의 결과를 각 토양의 함수비에 따라 구분하여 도시하면 <Fig

6.10>과 같다. 함수비에 따라 예측 결과를 구분한 결과, 함수비 예측 모델과 

동일하게 그래프의 개형이 각각 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함수비 일 

때 간극 면적 곡선의 기울기 변화에 따라 건조 밀도가 변하는 경향성을 모

델이 학습한 결과이다. 이 경우, 함수비 예측 모델의 보정 방법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몇 개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 후 보정을 수행하면 기존에 학

습된 모델을 다른 토양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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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0> Density prediction results classified by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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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N 모델의 적용 결과가 선형적으로 나타나 현장 데이터로 보정을 수

행하는 경우 보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에서 채취한 일부 시료

로 함수비와 밀도 데이터를 획득한다. 이후 현장 데이터 (실측값)와 해당 

지점의 DNN모델 적용 결과 (예측값)의 관계식을 작성한다. 관계식은 다

양한 함수가 적용 가능하나, 일반적인 사용을 위해 1차나 2차 다항식을 

사용한다. 이때 밀도 예측 모델의 경우 유사한 함수비 범위 별로 구분하

여 식을 구성한다. 각 조건에서 X : 예측값, Y : 실측값으로 하여 관계식

을 작성한 후, 관계식의 X값에 모델의 결과를 대입하여 계산을 수행하면 

보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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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 2nd order polynomial regression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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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2> 1st order polynomial regression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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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식과 2차식의 보정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 <Fig 6.13>과 같다. 4개의 

토양에 대한 보정을 수행하였을 때 2차식을 이용한 결과가 1차식에 비해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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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3> Comparison of DNN model calibration method

실제 보정을 실시할 때에는 모든 지점의 현장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점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임의로 3

개, 4개 지점에서 샘플링한 자료를 활용하였을 때 RMSE의 변화를 확인

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14>와 같다. 보정 방법은 2차식 보정을 실시

하였으며, 각 23회 반복 시행 결과 4개 지점 자료를 사용한 보정 시 결

과값의 RMSE가 지속적으로 낮게 관찰되었다. 현장에서 3개 지점 자료를 

이용한 보정 수행 시 보정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

로 높기 때문에, 기존 모델을 사용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4점 보

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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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CNN모델을 이용한 토양 물리성 예측

본 연구에서 사용한 CNN모델의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Fig 6.15>

와 같다. 3개의 합성곱 계층과 2개의 완전 연결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코드는 Python 언어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TensorFlow 모

듈을 사용한다. 또한 CUDA, cuDNN을 사용하여 GPU를 기반으로 구동

할 수 있게 하였다.

<Fig 6.15> Layout of C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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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모델의 각 레이어 별 입력 변수와 해당 레이어에서의 자료 형태를 

정리하면 <Table 6.10>과 같다.

<Table 6.10> Structure of CNN model (resolution = 216)

Layer Parameter Dimension

Input X_img (x, 216, 216, 3)

Convulution

Layer

Conv1

W1 (3, 3, 3, 32)

B1 (32,)

H1 (x, 216, 216, 32)

L1 (x, 54, 54, 32)

Conv2

W2 (3, 3, 32, 64)

B2 (64,)

H2 (x, 54, 54, 64)

L2 (x, 27, 27, 64)

Conv3

W3 (3, 3, 64, 64)

B3 (64,)

H3=L3 (x, 27, 27, 64)

Fully

connected

layer

FC1

W_FC1 (46656, 256)

B_FC1 (256,)

L_reshape (x, 46656)

L_matmul (x, 256)

L_relu (x, 256)

L_dropout (x, 256)

FC2

W_FC2 (256, 5)

B_FC2 (5,)

model (x,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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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모델은 3개의 convolution layer와 2개의 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사진의 분류 결과가 출력된다. CNN모델의 

출력 결과는 범주형이기 때문에 토양 분류의 경우 SL, L, SiL, SiCL 4가

지 중 하나로 출력되며 함수비는 5, 10, 15, 20, 25%중의 하나, 건조밀도

는 1.1, 1.2, 1.3, 1.4 t/m3중의 하나로 출력된다.

첫 번째 convolution layer에서는 [x, resolution, resolution, 3] 크기의 인풋 

데이터에 대해 [3, 3] 크기의 필터와 32개의 편향 (bias)을 이용하여 n개의 

특징 (feature)으로 convolution을 수행하였으며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은 제

로패딩을 적용하였다. 이때 resolution은 입력되는 이미지의 크기이며 x는 이

미지의 개수이다. 활성화함수로 ReLU를 적용한 뒤 [4, 4] 크기로 최대풀링을 

수행하여 [x, resolution/4, resolution/4, 32] 크기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두 번째 convolution layer에서는 [x, resolution/4, resolution/4, 32] 크

기의 인풋 데이터에 대해 [3, 3] 크기의 필터와 m개의 편향을 이용하여 

m개의 특징으로 convolution을 수행하였으며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은 제

로패딩을 적용하였다. 활성화함수로 ReLU를 적용한 뒤 [2, 2] 크기로 최

대풀링을 수행하여 [x, resolution/8, resolution/8, m] 크기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세 번째 convolution layer에서는 [x, resolution/8, resolution/8, m] 크기

의 인풋 데이터에 대해 두 번째 convolution layer와 동일한 연산을 수

행하였으며 풀링레이어를 배치하지 않아 두 번째와 동일하게 [x,

resolution/8, resolution/8, m] 크기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Fully connected layer에서는 convolution layer에서 추출된 resolution/8

× resolution/8 × m 개의 특징을 256개의 뉴런에 할당하였으며 이때 

드롭아웃은 0.3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256개 뉴런을 결과값으로 연결

하여 분류 결과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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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모델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모델의 정확도 및 효율성

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값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하

이퍼 파라미터의 선정을 위해 양토를 대상으로 각 함수비 별 32개의 이

미지를 이용하여 사전 학습을 수행하였다. 학습 epoch은 50으로 설정하

였으며 learning rate = 0.001 인 경우에 Batch size에 따른 학습정확도는 

아래 <Fig 6.16>과 같다. Batch size가 10, 20인 경우 50에폭 부근에서 학

습 정확도가 100%에 가깝게 나타났으나 5인 경우에는 정확도가 계속해

서 20%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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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6> Change of training accuracy according to batch size

세가지 경우 중 가장 학습 효율이 좋은 Batch size 10의 조건에서 모델 

학습을 수행하였으며 각 모델의 learning rate, feature값은 반복 시행을 

통해 가장 적합한 값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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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적용한 CNN모델의 토양 특성 예측 방법은 아래 <Fig

6.17>과 같다. CNN모델에는 원본 이미지를 분할하여 입력하기 때문에 

분할된 이미지마다 각각의 출력값을 가지게 되며 이때 출력값은 모델 구

성 시 구분한 분류에 따라 1 ~ 4 (토양분류, 건조밀도) 또는 1 ~ 5 (함수

비)로 나타난다. 따라서 분류 결과로 나타난 값들의 빈도를 계산하여 원 

토양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빈도의 토양 특성을 최종 결과값으로 

결정하였다.

CNN model

Result

Soil properties

Texture Water content Dry density

1 SL 5 % 1.1 t/m3

2 L 10 % 1.2 t/m3

3 SiL 15 % 1.3 t/m3

4 SiCL 20 % 1.4 t/m3

5 - 25 % -

Soil image          segmentation

1 2 1 1 3 1

1 1 1 1 1 1

2 1 3 4 1 2

2 1 1 1 1 2

Classification result

Result Frequency

1 16

2 5

3 2

4 1

Texture : SL

Water content : 5%

Dry density : 1.1t/m3

<Fig 6.17> Soil property prediction method of C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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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토양 분류

토양 분류를 위해 각 토양별 원본 이미지를 각각 216 x 216, 432 x 432,

864 x 864의 해상도로 분할하여 학습 및 검증용 데이터를 준비하였다.

분할된 이미지는 각 토양의 종류별로 각각 SL, L, SiL, SiCL의 폴더로 

구분하였으며 각 토양별로 함수비와 건조밀도의 구분 없이 전체 이미지

를 사용하였다. 입력자료의 형태가 토양 4종이기 때문에 모델 구동 시 

분류 결과는 토양의 종류 SL, L, SiL, SiCL중 하나로 나타나게 된다.

<Table 6.11> Structure of soil texture prediction model by CNN

CNN Model
Note

216 432 864

Input data

Soil image with resolution

5184 x 3456 pixel

(0.018mm/pixel)

Output data Soil type : SL, L, SiL, SiCL

Soil

condition

Type SL, L, SiL, SiCL

WC 5, 10, 15, 20, 25 %

Dry density 1.1, 1.2, 1.3, 1.4 t/m3

Image

segmentation

Original image 5184 x 3456 pixel

Resolution 216 x 216 432 x 432 864 x 864

Number of images
24 x 16

= 384

12 x 8

= 96

6 x 4

= 24

Hyper

parameters

feature 64 64 64

learning rate 0.01 0.01 0.01

epoch 200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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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모델을 이용한 토양 분류 예측 결과의 예시는 아래 <Fig 6.18>과 

같다. 예시에서는 토양 분류 예측을 위해 하나의 원본 이미지를 864 x

864해상도의 이미지 24개로 분할하여 모델에 입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24

개의 분류 결과를 획득하였다. 토양 분류 예측 모델이므로 분류 결과는 

SL, L, SiL, SiCL의 네 분류 중 하나로 나타나게 된다. <Fig 6.18>의 경

우 원 토양의 분류가 L인 경우로, 분할된 이미지 24개 중 21개가 L로 분

류되었으며, 2개가 SiL, 1개가 SL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체 24개 

중 21개를 차지하는 토양 L이 CNN 모델을 이용한 토양 분류 예측 결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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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ification result : Texture = L (resolution : 864 x 864)

(b) Classification result with original soil image

<Fig 6.18> Example of predicted soil texture by C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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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모델을 이용한 학습 이미지 해상도 별 토양 분류 결과는 <Table

A.1.1 ~ 12>이며, 토양 분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Table 6.12>와 같다.

이미지 해상도의 경우 원본 이미지를 216 x 216픽셀로 분할하여 학습을 

수행하였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DNN모델의 토양 분류 예

측 모델 구성 시 색상정보만을 입력자료로 활용한 경우에서도 토양 분류

의 정확도가 높았는데, CNN모델도 이와 마찬가지로 원본 이미지를 작

게 분할하여 색상정보를 많이 학습 시킨 경우에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

다. 432 x 432, 864 x 864 해상도의 경우 216 x 216 해상도에 비해 정확

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L의 432 x 432해상도를 제외하면 정확도 85% 이

상으로 토양 분류를 수행하였다.

<Table 6.12>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by CNN model

Soil Texture

CNN model result

Image resolution
216 X 216

Image resolution
432 X 432

Image resolution
864 X 864

SL 20/20 (100%) 20/20 (100%) 18/20 (90%)

L 20/20 (100%) 12/20 (60%) 17/20 (85%)

SiL 20/20 (100%) 20/20 (100%) 20/20 (100%)

SiCL 20/20 (100%) 20/20 (100%) 20/20 (100%)

Total 80/80 (100%) 72/80 (90%) 75/80 (9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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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함수비

함수비 예측를 위해 각 토양별 원본 이미지를 각각 216 x 216, 432 x

432, 864 x 864의 해상도로 분할하여 학습 및 검증용 데이터를 준비하였

다. 분할된 이미지는 첫번째로 토양의 종류별로 각각 SL, L, SiL, SiCL의 

네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두 번째로 각 토양의 함수비 별로 5%, 10%,

15%, 20%, 25%의 다섯 분류로 구분하여 토양의 종류별로 함수비 예측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때, 각 함수비 조건에는 밀도 1.1 ~ 1.4t/m3의 토

양 이미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Table 6.13> Structure of soil water content prediction model by CNN

CNN Model
Note

216 432 864

Input data

Soil image with resolution

5184 x 3456 pixel

(0.018mm/pixel)

Output data Water content : 5, 10, 15, 20, 25 %

Soil

condition

Type SL, L, SiL, SiCL

WC 5, 10, 15, 20, 25 %

Dry density 1.1, 1.2, 1.3, 1.4 t/m3

Image

segmentation

Original image 5184 x 3456 pixel

Resolution 216 x 216 432 x 432 864 x 864

Number of images
24 x 16

= 384

12 x 8

= 96

6 x 4

= 24

Hyper

parameters

feature 64 64 64

learning rate 0.01 0.01 0.01

epoch 200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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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토양 별 함수비에 따른 샘플 이미지는 아래 <Fig 6.19 ~ 22>와 같다.

전체적으로 함수비가 높아짐에 따라 이미지의 명도가 낮아지고, 채도가 

높아지며 함수비가 클수록 토양이 뭉쳐진 형태로 나타났다. 이미지의 해

상도에 따른 전체적인 색상 차이는 크게 관찰되지 않았다.

216 x 216

432 x 432

864 x 864

5% 10% 15% 20% 25%

<Fig 6.19> Sample image for water content prediction of SL

216 x 216

432 x 432

864 x 864

5% 10% 15% 20% 25%

<Fig 6.20> Sample image for water content prediction of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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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x 216

432 x 432

864 x 864

5% 10% 15% 20% 25%

<Fig 6.21> Sample image for water content prediction of SiL

216 x 216

432 x 432

864 x 864

5% 10% 15% 20% 25%

<Fig 6.22> Sample image for water content prediction of SiCL



- 128 -

CNN모델을 이용한 토양 함수비 예측 결과의 예시는 아래 <Fig 6.23>과 

같다. 예시에서는 함수비 예측을 위해 하나의 원본 이미지를 216 x 216

해상도의 이미지 384개로 분할하여 모델에 입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384

개의 분류 결과를 획득하였다. 함수비 예측 모델이므로 분류 결과는 5,

10, 15, 20, 25%의 다섯 분류 중 하나로 나타나게 된다. <Fig 6.23>의 경

우 원 토양의 함수비가 25%인 경우로, 분할된 이미지 384개 중 336개가 

25%로 분류되었으며, 48개가 20%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체 384

개 중 336개를 차지하는 함수비 25%가 CNN 모델을 이용한 함수비 예

측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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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ification result : WC = 25% (resolution : 216 x 216)

(b) Classification result with original soil image

<Fig 6.23> Example of predicted water content by C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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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모델을 이용한 각 토양의 학습 이미지 해상도 별 함수비 예측 결

과는 <Table A.2.1 ~ 12>이며, 함수비 예측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Table 6.14>와 같다. 토양 분류 예측 모델과 마찬가지로, 원본 이미지를 

작게 분할하여 학습 이미지의 양을 늘린 216x216 해상도 모델에서 함수

비 예측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DNN모델에서는 입력자료로 색상정보 

RGB만을 활용하였을 때, 함수비 예측의 정확도가 낮아 추가로 간극면적

곡선을 입력데이터로 활용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높였다. CNN모델의 경

우 DNN모델과 달리 간극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학습시켰음에도 함수비 예측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CNN 모델이 원본 이미지에서 토양의 간극에 대한 특징을 스스로 학습

하여 다양한 밀도와 함수비 조건 하에서 함수비 예측에 성공하였음을 의

미한다.

<Table 6.14>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by CNN model

Soil Texture

CNN model result

Image resolution
216 X 216

Image resolution
432 X 432

Image resolution
864 X 864

SL 20/20 (100%) 18/20 (90%) 19/20 (95%)

L 20/20 (100%) 20/20 (100%) 7/20 (35%)

SiL 20/20 (100%) 20/20 (100%) 17/20 (85%)

SiCL 20/20 (100%) 20/20 (100%) 20/20 (100%)

Total 80/80 (100%) 78/80 (97.5%) 63/80 (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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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건조밀도

건조 밀도 예측를 위해 각 토양별 원본 이미지를 각각 216 x 216, 432 x

432, 864 x 864의 해상도로 분할하여 학습 및 검증용 데이터를 준비하였

다. 분할된 이미지는 첫번째로 토양의 종류별로 각각 SL, L, SiL, SiCL의 

네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두 번째로 각 토양의 함수비 별로 5%, 10%,

15%, 20%, 25%의 다섯 분류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조밀도 별로 

1.1, 1.2, 1.3, 1.4t/m3의 네 분류로 구분하였다. 토양 특성에 따른 토양 

이미지의 차이는 밀도 변화시 보다 함수비 변화 시에 더욱 크게 나타나

기 때문에 함수비에 따른 밀도 예측 모델을 구성하여 밀도 예측의 정확

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토양의 건조밀도는 토양별로, 함

수비 별로 예측 모델을 구분하여 각 토양의 특정 함수비 조건에서 건조

밀도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구성하였다.

<Table 6.15> Structure of soil dry density prediction model by CNN

CNN Model
Note

216 432 864

Input data

Soil image with resolution

5184 x 3456 pixel

(0.018mm/pixel)

Output data Dry density : 1.1, 1.2, 1.3, 1.4 t/m3

Soil

condition

Type SL, L, SiL, SiCL

WC 5, 10, 15, 20, 25 %

Dry density 1.1, 1.2, 1.3, 1.4 t/m3

Image

segmentation

Original image 5184 x 3456 pixel

Resolution 216 x 216 432 x 432 864 x 864

Number of images
24 x 16

= 384

12 x 8

= 96

6 x 4

= 24

Hyper

parameters

feature 64 64 64

learning rate 0.01 0.01 0.01

epoch 200 2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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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토양의 밀도 변화에 따른 샘플 이미지는 아래 <Fig 6.24 ~ 27>과 같

다. 동일한 함수비 조건에서 모델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토양 별로 색상

은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밀도 증가에 따라 표층의 공극 분

포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216 x 216

432 x 432

864 x 864

1.1 1.2 1.3 1.4

<Fig 6.24> Sample image for dry density prediction of 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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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x 216

432 x 432

864 x 864

1.1 1.2 1.3 1.4

<Fig 6.25> Sample image for dry density prediction of L

216 x 216

432 x 432

864 x 864

1.1 1.2 1.3 1.4

<Fig 6.26> Sample image for dry density prediction of 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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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x 216

432 x 432

864 x 864

1.1 1.2 1.3 1.4

<Fig 6.27> Sample image for dry density prediction of SiCL

CNN모델을 이용한 건조 밀도 예측 결과의 예시는 아래 <Fig 6.28>과 

같다. 예시에서는 건조 밀도 예측을 위해 하나의 원본 이미지를 432 x

432해상도의 이미지 96개로 분할하여 모델에 입력하였으며 이에 따라 96

개의 분류 결과를 획득하였다. 건조밀도 예측 모델이므로 분류 결과는 

1.1, 1.2, 1.3, 1.4t/m3의 네 분류 중 하나로 나타나게 된다. <Fig 6.28>은 

원 토양의 건조밀도가 1.2t/m3인 경우로, 분할된 이미지 96개 중 21개가 

1.1t/m3, 43개가 1.2t/m3, 29개가 1.3t/m3, 3개가 1.4t/m3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체 96개 중 43개를 차지하는 1.2t/m3이 CNN 모델을 이

용한 건조밀도 예측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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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ification result : Density = 1.2 (resolution : 432 x 432)

(b) Classification result with original soil image

<Fig 6.28> Example of predicted dry density by C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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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모델을 이용한 각 토양의 학습 이미지 해상도 별 건조밀도 예측 

결과는 <Table A.3.1 ~ 12>이며, 건조밀도 예측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Table 6.16>과 같다. 토양분류, 함수비 예측 모델의 결과와 동일하게 

216x216 해상도 모델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함수비 예측 모

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CNN 모델은 216x216 해상도의 이미지에서 

표층 간극의 특징을 학습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건조 밀도 예측을 수행

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16> Prediction results of dry density by CNN model

Soil Texture
CNN model result

Image resolution
216 X 216

Image resolution
432 X 432

Image resolution
864 X 864

SL 15/20 (75%) 12/20 (60%) 10/20 (50%)

L 14/20 (70%) 13/20 (65%) 10/20 (50%)

SiL 13/20 (65%) 15/20 (75%) 13/20 (65%)

SiCL 12/20 (60%) 6/16 (37.5%) 8/20 (40%)

Total 54/80 (67.5%) 46/76 (60.5%) 41/80 (51.3%)

DNN모델의 결과와 비교하면 CNN을 이용한 토양 분류, 함수비, 밀도 

예측 모델은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료

의 구축, 모델의 구성이 DNN에 비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

점이 있다. 따라서, 분류 결과의 정확도와 기타 사항을 고려할 때, DNN

모델을 이용하여 토양 특성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CNN모델 또한 기존의 토양 특성 예측 방법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며 추후 토양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여 학습자료를 

확보하고 모델을 구축하면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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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DIP와 딥러닝을 이용한 흙의 물리적 특성 

예측 방법의 현장적용

7.1 딥러닝 모델의 적용 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한 DIP와 딥러닝을 이용한 토양의 물리적 특성 예측 

방법의 적용 방법을 요약하면 <Fig 7.1>과 같다. 6장의 연구 결과에 따

라 DNN모델을 대표 모델로 선정하였다.

Take photograph

Soil image for model training

Digital image processing
- RGB value extraction
- Color correction
- Void area curve

build in-situ DNN model
- Soil texture
- Water content
- Dry density

Sampling & Lab test

Soil image for test

Soil properties prediction
by in situ DNN model

(a) in case of building in-situ D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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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 photograph

Calibration

Digital image processing
- RGB value extraction
- Color correction
- Void area curve

Sampling & Lab test

Soil image for test

Soil properties prediction
by DNN model (database)

(b) in case of using DNN model in database

<Fig 7.1> Procedure of soil properties prediction by DNN model

첫째로, 현장에서 사진 촬영을 실시한다. 이때 사진 촬영 결과로 모델을 

구축할 시에는 함수비와 밀도가 다른 여러 지역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

다. 다음으로 보정이나 모델 구축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함수비와 

밀도를 측정한다. 보정용 시료는 사전에 만들어진 DNN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모델의 예측 결과를 보정하여 현장에 맞는 값으로 치환해주기 위해 

채취한다. 현장 별 모델 구축시에는 보정시보다 많은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나 더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 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

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후 토양 이미지에서 DIP를 통해 이미지 특성값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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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값은 색상정보 R, G, B와 함께 색상 보정을 수행한 이미지의 간극

면적곡선을 추출한다. 모델을 구축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 현장의 함수비,

밀도를 이용하여 예측 모델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DNN모델에 이미지 

특성값을 입력하여 토양분류, 함수비, 현장밀도를 예측한다. 이때 기존의 

DNN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현장에서 획득한 함수비, 밀도값을 바탕으로 

결과값의 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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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현장 촬영 조건 선정  

현장에서 촬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촬영 장소, 시간, 기상조건 등에 따라 

태양광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대상에 대한 촬영을 수행하더라도 

촬영 결과물이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촬영에 적합한 최적의 촬영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현장 촬영 시 카메라에 

내장된 플래시를 이용하는 경우 (Flash 촬영)와 LED바를 이용하는 경우 

(LED 촬영)에 대해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현장 촬영용 장비의 외부

에 암실을 설치하여 각 조명을 이용한 촬영 시 외부의 광 조건에 대한 영향

이 나타나지 않도록하였다.

Flash촬영은 카메라에 내장된 Flash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명장비

가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으나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Flash의 성능이 상

이할 수 있으며, 지속광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매 촬영 

시 빛이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LED촬영은 카메라 외부에 추가

적인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촬영 장비의 셋팅이 다소 복잡하다.

그러나 Flash와는 달리 지속광이기 때문에 연속 촬영시에도 일정한 광 조건

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석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각 조명 조건에 대해 촬영면에서 전체적

으로 빛이 일정하게 분포하는지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였다 (광 균일성). 이

를 위해 각 조명 조건에서 균일한 색상을 갖는 회색 판을 대상으로 촬영을 

수행하였으며, 촬영 후 이미지에서 가로방향, 세로방향의 밝기를 비교하였

다. 둘째로,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촬영을 수행하였을때 촬영 결과물의 색상 

분포가 일정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해당 실험은 실외

에서 토양을 대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자연광조건 (sunlight)에서 나타난 토양

의 색 분포와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때 각 조명 조건에서 3회 촬영을 실시

하여 처음 결과물과 2회, 3회 촬영 시의 색상 차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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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균일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Fig 7.2>와 같다. Flash촬영 결과를 살펴보

면, 이미지의 상부에서 하부로 갈 수록, 중앙에서 외각으로 갈 수록 이미지

의 밝기가 감소한다. 밝기 차이를 살펴보면, 가장 밝은 지점과 가장 어두운 

지점의 밝기 차이가 약 40가량 나타났다. 실내 촬영 시 SL토양의 경우 함수

비 5%일 때 R값이 177, 함수비 25%일 때 R값이 134로 나타나 그 차이가 

43정도인데, Flash조명의 경우 균질한 색상 분포를 가지는 대상을 촬영하였

음에도 조명조건만으로 색상값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Flash가 카메라

의 상단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카메라의 구조적 문제

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다. LED촬영 결과는 Flash와 달리 전체 촬영면

에서 빛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토양의 색상을 왜곡

없이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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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 Light uniformi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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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조명조건에 대한 반복 촬영 결과는 <Fig 7.3>과 같다.

<Fig 7.3> Repeated shooting results according to lighting conditions

각 이미지에서 가로방향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밝기값을 추출하여 비교를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7.4>와 같다. 첫 번째 이미지를 기준으로 하여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의 색상 차이를 도시하였다.

Flash를 이용한 촬영은 이미지의 색상값이 자연광이나 LED에 비해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반복촬영시 사진의 결과물에 차이가 발생하여 사진

간 색상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LED조명을 사용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현장 촬영시 LED조명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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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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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현장 조건 및 딥러닝 모델 적용 결과 

딥러닝 모델의 적용을 위한 대상 토양으로 밭 토양 2종과 일반 풍화토양 1

종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각각 A, B, C라 명명하였다. 밭 토양 2종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장에서 채취하였고 풍화토

양 1종은 서울대학교 내 풍화토양을 채취하였다. 현장 조건에서 실험을 수

행할 경우 다양한 함수비, 밀도 조건에서 사진을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토양을 샘플링 한 후 밭 토양 환경과 유사하게 포설하고, 함수비와 

밀도를 조절하여 사진을 획득하였다.

<Table 7.1> The texture and sampling location of in-situ soil samples

Sample Texture (USDA) Latitude Longitude

A SiL 37°16'09.7"N 126°59'18.9"E

B SL 37°16'15.6"N 126°59'15.9"E

C LS 37°27'28.5"N 126°56'52.6"E

토양 A, B, C 별로 함수비와 건조밀도를 달리한 16, 18, 24개 지점에 대해 

사진 촬영을 실시하였다. 이때 딥러닝 모델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한 지점

에 대해 반복 촬영을 수행하였다. A토양과 B토양은 한 지점에 대해 8회, C

토양은 4회 반복 촬영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총 사진 매수는 A토양 128

매, B토양 144매, C토양 96매이다. 사진 촬영 후 각 지점에 대해 함수비와 

건조밀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7.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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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5> The range of water content and dry density of in-situ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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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양 분류 

기존 토양 분류 모델에 현장 토양 A, B, C 3종의 토양 이미지를 입력하여 

획득한 토양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에 SL, L, SiL, SiCL의 4개 토양

에 대해서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토양 분류를 수행한 결과, A는 SiL로 올

바르게 분류되었으나 B는 SL인데 SiL, C는 LS인데 L로 오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실제 토양 분류시에는 입도분포 결과를 바탕

으로 토양 분류를 수행하는데, 딥러닝을 이용한 토양 분류 모델은 색상을 

기반으로 분류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모델 구성 시 사용한 SL, L,

SiL, SiCL과 색상이 유사한 쪽으로 분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각 토양의 

분류 결과가 오분류된 경우, 그 결과가 여러 토양으로 나뉘어 분포하지 않

고 각각 하나의 결과로 나타났다.

<Table 7.2>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of in situ soils by pretrained

DNN model

Soil Texture
Predicted Soil Texture

SL L SiL SiCL

A SiL 0 0 128 0

B SL 0 0 144 0

C LS 0 96 0 0

기존 토양 분류 모델에 A, B, C의 토양 3 종을 추가하여 새로 구성한 모델

을 구성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델 추가 구성 시 각 토양의 

촬영된 이미지 중 3/4를 학습에, 1/4를 검증에 활용하였다. 전체 92개의 검

증 데이터 중에서 1개의 오분류를 제외하고 모두 올바르게 분류되었다. 특

히, 기존 토양 분류 모델에 적용시 색상이 유사하여 오분류가 발생했던 현

장토양 A, B, C가 1개의 오분류를 제외하고 모두 올바르게 분류되었다. 이



- 147 -

는 딥러닝을 이용한 토양 분류 모델이 색상이 유사하더라도 간극면적곡선의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각 토양이 서로 상이한 것을 학습한 결과이다. 특히,

딥러닝을 이용한 토양 분류 모델은 다양한 함수비와 밀도 조건의 이미지가 

혼합되어 있을 때에도 서로를 잘 분류하는데, 이는 기존의 토양 분류 예측 

방법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결과이다.

<Table 7.3>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of in situ soils by DNN model

Soil Texture
Predicted Soil Texture

LS SL L SiL SiCL

A SiL 0 0 0 32 0

B SL 0 36 0 0 0

C LS 23 1 0 0 0

딥러닝을 이용한 토양 분류 모델은 색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색상이 유

사하고, 입도분포가 상이한 토양 이미지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였을때는 오

분류가 발생하였으나, 기존 모델에 이를 추가하여 학습을 수행하였을때에는 

오분류 되던 토양을 올바르게 분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딥

러닝 모델에 다양한 토양 이미지를 추가로 학습하면 더욱 일반적인 토양 분

류 모델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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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함수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각 토양의 함수비 예측 모델을 구성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모델 구성시에는 각 토양별로 16개 이미지를 이용하였으

며, 모델 검증시에는 A는 112장, B는 128장, C는 80장을 사용하였다. 함수비 

예측 결과, 모델 검증 시의 RMSE는 0.93 ~ 1.39%로 실내 시험시의 0.21 ~

0.76%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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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6>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by DNN model (soil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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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7>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by DNN model (soil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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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8>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by DNN model (soil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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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토양 함수비 예측 모델에 현장 토양 A, B, C 3종의 토양 이미지를 입

력하여 예측한 토양 함수비는 다음과 같다. 토양의 함수비는 원 토양의 토

색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토양 분류 시 색상이 유사하게 나타난 모델에 적

용하여 함수비를 예측하였다. 따라서, 토양 A와 B는 SiL모델에, 토양 C는 L

모델에 적용하였다. 기존 토양 함수비 예측 모델에 현장에서 획득한 토양 

이미지 입력 시, 각 모델의 예측 결과값은 실제값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RMSE는 8.10 ~ 11.24%로 나타났다. 결과값의 보정을 위해 현장 데이터 중 

4개를 선택하여 2차식 보정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RMSE는 2.01 ~ 2.89%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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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9> Calibra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by DNN model (soil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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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0> Calibra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by DNN model (soil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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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조밀도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각 토양의 건조밀도 예측 모델을 구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함수비 모델과 동일하게 각 토양별로 16개 이미지를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건조 밀도 예측 결과, 모델 검증 시의 RMSE

는 0.028 ~ 0.043 t/m3로 실내 시험시의 0.022 ~ 0.079 t/m3와 유사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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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2> Prediction results of dry density by DNN model (soil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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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토양 건조 밀도 예측 모델에 현장 토양 A, B, C 3종의 토양 이미지를 

입력하여 예측한 결과 다음과 같다. 건조 밀도 예측 모델은 함수비 모델과 

달리 입력인자로 색상값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입도 분포 결과 가장 입도가 

유사한 모델에 적용하여 건조 밀도를 예측하였다. 따라서, 토양 A는 SiL에,

토양 B와 C는 SL에 적용하였다. 기존 토양 건조 밀도 예측 모델에 적용한 

결과값을 함수비가 유사한 구간으로 구분하면 함수비 구간 별로 데이터가 

선형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값의 보정을 수행하

였다. 보정은 함수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데이터 4개를 이용한 2차식 

보정을 수행하였다. 보정 결과, 건조 밀도 예측 모델의 RMSE는 0.040 ~

0.051t/m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장 데이터로 모델을 구성한 경우보다 다

소 정확도가 낮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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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6> Calibration results of dry density by DNN model (soil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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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7> Calibration results of dry density by DNN model (soil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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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현장 적용성 향상을 위한 딥러닝 모델의 적용 방안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토양 이미지의 딥러닝을 통한 토양의 물리적 특성 예측 

방법이 기존의 현장 시험에 비해 가지는 장점은 동일한 지점에 대한 반복 

시험이 매우 신속하고 간편하다는 점이다. 기존의 현장 시험 방법은 기본적

으로 샘플링 시 토양이 교란되기 때문에 동일한 지점에 대한 반복 시험이 

불가능하다. 현장 시험 방법 중 건조밀도 측정 시 Nuclear method를 사용

하면 반복 시험이 가능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uclear method는 초

기 비용이 높고 시험 장비 운용에 어려움이 많으며, 농업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딥러닝을 이용한 토양 물리적 특성 예측 방법은 카메

라를 회전시켜가며 반복 촬영을 실시하면 동일 지점에 대해 다수의 데이터

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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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8> Model accuracy improvement through repetitive pho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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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사진 촬영을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개선 시킨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

일 지점에 대해 90°씩 회전을 수행하며 4회 반복 사진 촬영을 수행한 결과

로, 함수비와 건조밀도 모두 예측 결과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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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9> Result of water content model accuracy improvement through

repetitive photography (soil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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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DIP와 딥러닝을 이용한 흙의 물리적 특성 예측 방법의 개선 및 활용

본 연구에서 개발한 DIP와 딥러닝을 이용한 흙의 물리적 특성 예측 방법은 

기존의 연구 결과나 실험적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기존 연구 결과에 비해 

우수한 정확도를 보이며 실험적 방법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본 연구 결과의 개선 및 활용을 위해 연구 과정 중 확인된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토양의 표층 이미지를 획득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깊은 심도의 자료를 획득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기타 

실내 시험과 마찬가지로, 심토 부분의 특성 파악을 위해 상부 토양을 제

거하고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때 상부 토양 제거 시 표

면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경우 적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농경지 토양 관

리에는 80cm깊이까지의 근권역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

에 추후 근권역을 포함하는 심토 영역에 대한 검증이 수행되어야 한다.

2. 함수비와 건조밀도의 예측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조정한 토양의 상태

는 실제 자연환경과 상이할 수 있다. 함수비의 경우 6장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고함수비 영역에서는 빛의 반사에 의해 함수비 증가 시 RGB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강우 발생 시 표층에 웅덩이가 형성되는 경우 빛

의 반사에 의한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고려한 함수비 예측 연구가 필요하다. 건조밀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촬영면의 전 면적을 다져서 표층의 상태를 고르게 하였으나 실제 자연환

경에서는 발자국, 장비 운용 등에 의해 표층이 고르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표층 식생 분포, 기타 지장물 등에 의해 표층이 폐색되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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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강우 시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면서 

지표의 토양을 파헤치며 타격으로 토양 입자를 분산시키는 우적침식 

(rain erosion)이 발생하는데 이때 분산된 토양 입자가 간극을 메워 표층

의 간극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 추가로, 바람 등에 의한 풍화작용도 표

층의 간극 분포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추후 이러한 

현장의 다양한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3. 토양 분류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색상과 간극분포를 이용하여 토양

을 분류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통일분류법이나 미농무성법은 입도분포를 기반으로 토양분류를 수행된

다. 현재 개발된 딥러닝 모델은 색상이 다른 토양을 구분하는데는 효과

적이지만 서로 다른 입도의 토양을 구분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추가 학습

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오분류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입도분포

를 기반으로 한 토양 분류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실제 토양분류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토양 분류를 예측할 필요가 있다.

4. 현재 딥러닝 알고리즘과 컴퓨터 성능의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

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을 이용한 토양 특성 예측의 정확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딥러닝 모델의 범용적인 활용을 위해 국내

외 다양한 토양들에 대한 기초 이미지 자료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토양 이미지의 촬영시에는 색온도, 해상도에 따라 같은 토양의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다른 토양의 이미지가 같게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사진 촬영시의 조명, 색온도,

해상도 등이 포함되어야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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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토양의 디지털 이미지를 딥러닝 기법으로 학습시킨 모델

을 통해 흙의 분류와 함수비, 건조밀도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특히, 토양의 물리적 특성 예측에 적합한 모델 개발을 위해 심층신경망 

(DNN)과 합성곱신경망 (CNN)의 두 가지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학습자료 구축을 위한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절차를 제시하였

다. 또한, 개발된 토양의 물리적 특성 예측 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하고,

현장에 적용 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토양 환경에 적합한 모델 개발을 위해 사양토 (SL), 양토 (L), 미

사질양토 (SiL), 미사질식양토 (SiCL)의 4종의 토양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함수비, 건조밀도 조건으로 성형한 시료를 실내 스

튜디오에서 촬영하여 딥러닝 모델용 학습데이터인 디지털 이미지를 획득

하였다. 토양 4종은 각각 기본적인 토색이 상이하였으나 디지털 이미지 

색상값 R, G, B는 함수비 증가에 따라 감소하였고, 건조밀도 증가시에는 

증가하는 경향이 모든 토양에서 관찰되었다. R, G, B값의 변화는 건조밀

도 변화 시 보다 함수비 변화 시에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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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통해 토양의 디지털 이미지에서 심층

신경망 모델과 합성곱신경망 모델의 학습자료를 획득하였다. 심층신경망 

모델의 학습데이터로 이미지의 색상정보 (R, G, B)와 임계값 (threshold)

별 간극면적을 획득하였으며 합성곱신경망 모델의 학습데이터로 원본 디

지털 이미지를 216 x 216, 432 x 432, 864 x 864 픽셀로 분할한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3. 토양의 함수비, 밀도 변화에 따른 간극 분포의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간극 면적 곡선 (Void area curve)을 제시하였으며 심층신경망모델의 입

력자료로 활용하였다. 간극면적곡선은 threshold별 간극면적의 집합이며 

같은 함수비일 때 곡선의 기울기가 건조밀도와 비례하고, 같은 밀도일 

때 곡선의 기울기가 함수비와 반비례하는 특징을 가진다.

4. 디지털 이미지의 색상값과 간극면적곡선을 입력인자로 하는 DNN모

델을 구축하여 토양의 분류, 함수비, 건조밀도를 예측하였다. 토양별로 

k-fold validation으로 학습과 검증을 수행한 결과 토양 분류 정확도는 

96.25%, 함수비 예측의 RMSE는 0.2 ~ 1.0%, 건조 밀도 예측의 RMSE는 

0.061 ~ 0.101t/m3으로 기존 연구 결과에 비해 높은 정확도로 토양 특성

을 예측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다른 토양에 적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

는 현장 샘플 데이터를 활용한 보정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보정을 수행하

면 모델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사전에 개발된 모델을 적용하여 기

존의 실험적 방법과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로 함수비와 건조밀도를 예측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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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이미지를 입력 인자로 하는 합성곱신경망모델을 구축하여 토

양의 분류, 함수비, 건조밀도 예측을 수행하였다. 이때 모델의 정확도 향

상을 위한 방법으로 이미지 증강 방법 중 분할 기법을 적용하여 하나의 

원본 이미지를 각각 384장, 96장, 24장으로 분할하여 학습에 활용하였다.

토양 분류, 함수비, 건조밀도 예측 모델 구성 결과 216x216 해상도 이미

지로 학습을 수행한 경우가 가장 분류 정확도가 높았다.

6. 심층심경망 모델과 합성곱신경망 모델의 결과를 비교하면, 토양 분류

와 함수비 예측 결과는 두 모델 모두 정확도가 높으나 건조 밀도 예측 

결과는 심층신경망 모델의 정확도가 합성곱신경망에 비해 더욱 우수하였

다. 이에따라 심층신경망 모델의 입력 인자로 활용된 간극면적곡선이 표

층 간극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개발된 심층신경망 토양 특성 예측 모델의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해 

3곳의 토양 환경에서 촬영 및 보정을 수행하고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현

장의 건조밀도 예측 결과 RMSE 0.046 ~ 0.054 t/m3으로 나타났으며, 동

일 장소에서 반복 촬영을 수행하면 RMSE 0.039 ~ 0.043 t/m3으로 정확

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딥러닝을 이용한 토양 특성 예측 방법은 기

존의 현장 밀도 시험 장비에 대한 검증 결과와 비교하였을 시 Nuclear

method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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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Result of CNN model

A.1 토양 분류 예측 결과

1) 216 x 216 해상도 분할 이미지

<Table A.1.1>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SL, 216 x 216)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Soil Texture
Result

SL L SiL SiCL

SL

5

1.1 384 0 0 0 SL

1.2 384 0 0 0 SL

1.3 384 0 0 0 SL

1.4 384 0 0 0 SL

10

1.1 384 0 0 0 SL

1.2 384 0 0 0 SL

1.3 384 0 0 0 SL

1.4 384 0 0 0 SL

15

1.1 384 0 0 0 SL

1.2 384 0 0 0 SL

1.3 384 0 0 0 SL

1.4 384 0 0 0 SL

20

1.1 384 0 0 0 SL

1.2 384 0 0 0 SL

1.3 384 0 0 0 SL

1.4 382 2 0 0 SL

25

1.1 384 0 0 0 SL

1.2 383 1 0 0 SL

1.3 384 0 0 0 SL

1.4 384 0 0 0 SL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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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1.2>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L, 216 x 216)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Soil Texture
Result

SL L SiL SiCL

L

5

1.1 0 384 0 0 L

1.2 0 384 0 0 L

1.3 0 384 0 0 L

1.4 0 384 0 0 L

10

1.1 69 315 0 0 L

1.2 52 332 0 0 L

1.3 24 360 0 0 L

1.4 10 374 0 0 L

15

1.1 0 384 0 0 L

1.2 0 384 0 0 L

1.3 0 384 0 0 L

1.4 0 384 0 0 L

20

1.1 0 384 0 0 L

1.2 0 384 0 0 L

1.3 0 384 0 0 L

1.4 0 384 0 0 L

25

1.1 0 384 0 0 L

1.2 0 384 0 0 L

1.3 0 384 0 0 L

1.4 0 384 0 0 L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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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1.3>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SiL, 216 x 216)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Soil Texture
Result

SL L SiL SiCL

SiL

5

1.1 0 0 384 0 SiL

1.2 0 0 384 0 SiL

1.3 0 0 384 0 SiL

1.4 0 0 384 0 SiL

10

1.1 0 0 384 0 SiL

1.2 0 0 384 0 SiL

1.3 0 0 384 0 SiL

1.4 0 0 384 0 SiL

15

1.1 0 0 384 0 SiL

1.2 0 0 384 0 SiL

1.3 0 0 384 0 SiL

1.4 0 0 384 0 SiL

20

1.1 0 0 384 0 SiL

1.2 0 0 384 0 SiL

1.3 0 0 384 0 SiL

1.4 0 0 384 0 SiL

25

1.1 0 0 384 0 SiL

1.2 0 0 384 0 SiL

1.3 0 0 384 0 SiL

1.4 0 0 384 0 SiL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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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1.4>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SiCL, 216 x 216)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Soil Texture
Result

SL L SiL SiCL

SiCL

5

1.1 0 0 0 384 SiCL

1.2 0 0 0 384 SiCL

1.3 0 0 0 384 SiCL

1.4 0 0 0 384 SiCL

10

1.1 0 0 0 384 SiCL

1.2 0 0 0 384 SiCL

1.3 0 0 0 384 SiCL

1.4 0 0 0 384 SiCL

15

1.1 0 0 0 384 SiCL

1.2 0 0 0 384 SiCL

1.3 0 0 0 384 SiCL

1.4 0 0 0 384 SiCL

20

1.1 0 0 0 384 SiCL

1.2 0 0 0 384 SiCL

1.3 0 0 0 384 SiCL

1.4 0 0 0 384 SiCL

25

1.1 0 0 0 384 SiCL

1.2 0 0 0 384 SiCL

1.3 0 0 0 384 SiCL

1.4 0 0 0 384 SiCL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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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32 x 432 해상도 분할 이미지

<Table A.1.5>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SL, 432 x 432)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Soil Texture
Result

SL L SiL SiCL

SL

5

1.1 96 0 0 0 SL

1.2 96 0 0 0 SL

1.3 96 0 0 0 SL

1.4 96 0 0 0 SL

10

1.1 96 0 0 0 SL

1.2 96 0 0 0 SL

1.3 96 0 0 0 SL

1.4 96 0 0 0 SL

15

1.1 96 0 0 0 SL

1.2 96 0 0 0 SL

1.3 96 0 0 0 SL

1.4 96 0 0 0 SL

20

1.1 96 0 0 0 SL

1.2 96 0 0 0 SL

1.3 96 0 0 0 SL

1.4 96 0 0 0 SL

25

1.1 96 0 0 0 SL

1.2 96 0 0 0 SL

1.3 96 0 0 0 SL

1.4 96 0 0 0 SL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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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1.6>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L, 432 x 432)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Soil Texture
Result

SL L SiL SiCL

L

5

1.1 0 96 0 0 L

1.2 0 96 0 0 L

1.3 0 96 0 0 L

1.4 0 96 0 0 L

10

1.1 96 0 0 0 SL

1.2 96 0 0 0 SL

1.3 96 0 0 0 SL

1.4 96 0 0 0 SL

15

1.1 92 4 0 0 SL

1.2 91 5 0 0 SL

1.3 75 21 0 0 SL

1.4 70 26 0 0 SL

20

1.1 0 96 0 0 L

1.2 5 91 0 0 L

1.3 3 93 0 0 L

1.4 21 75 0 0 L

25

1.1 0 96 0 0 L

1.2 0 96 0 0 L

1.3 3 93 0 0 L

1.4 1 95 0 0 L

Accuracy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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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1.7>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SiL, 432 x 432)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Soil Texture
Result

SL L SiL SiCL

SiL

5

1.1 0 0 96 0 SiL

1.2 0 0 96 0 SiL

1.3 0 2 94 0 SiL

1.4 0 28 68 0 SiL

10

1.1 0 9 87 0 SiL

1.2 0 18 78 0 SiL

1.3 0 35 61 0 SiL

1.4 0 21 75 0 SiL

15

1.1 0 2 94 0 SiL

1.2 0 3 93 0 SiL

1.3 0 1 95 0 SiL

1.4 0 3 93 0 SiL

20

1.1 0 0 96 0 SiL

1.2 0 0 96 0 SiL

1.3 0 0 96 0 SiL

1.4 0 0 96 0 SiL

25

1.1 0 0 96 0 SiL

1.2 0 0 96 0 SiL

1.3 0 0 96 0 SiL

1.4 0 0 96 0 SiL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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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1.8>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SiCL, 432 x 432)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Soil Texture
Result

SL L SiL SiCL

SiCL

5

1.1 0 0 0 96 SiCL

1.2 0 0 0 96 SiCL

1.3 0 0 0 96 SiCL

1.4 0 0 0 96 SiCL

10

1.1 0 0 0 96 SiCL

1.2 0 0 0 96 SiCL

1.3 0 0 0 96 SiCL

1.4 0 0 0 96 SiCL

15

1.1 0 0 0 96 SiCL

1.2 0 0 0 96 SiCL

1.3 0 0 0 96 SiCL

1.4 0 0 0 96 SiCL

20

1.1 0 0 0 96 SiCL

1.2 0 0 0 96 SiCL

1.3 0 0 0 96 SiCL

1.4 0 0 0 96 SiCL

25

1.1 0 0 0 96 SiCL

1.2 0 0 0 96 SiCL

1.3 0 0 0 96 SiCL

1.4 0 0 0 96 SiCL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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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64 x 864 해상도 분할 이미지

<Table A.1.9>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SL, 864 x 864)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Soil Texture
Result

SL L SiL SiCL

SL

5

1.1 15 9 0 0 SL

1.2 15 9 0 0 SL

1.3 9 14 1 0 L

1.4 9 15 0 0 L

10

1.1 24 0 0 0 SL

1.2 24 0 0 0 SL

1.3 24 0 0 0 SL

1.4 24 0 0 0 SL

15

1.1 24 0 0 0 SL

1.2 24 0 0 0 SL

1.3 24 0 0 0 SL

1.4 24 0 0 0 SL

20

1.1 24 0 0 0 SL

1.2 24 0 0 0 SL

1.3 24 0 0 0 SL

1.4 24 0 0 0 SL

25

1.1 22 2 0 0 SL

1.2 23 1 0 0 SL

1.3 22 2 0 0 SL

1.4 22 2 0 0 SL

Accuracy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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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1.10>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L, 864 x 864)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Soil Texture
Result

SL L SiL SiCL

L

5

1.1 0 13 11 0 L

1.2 1 11 12 0 SiL

1.3 0 9 15 0 SiL

1.4 0 5 19 0 SiL

10

1.1 5 19 0 0 L

1.2 9 15 0 0 L

1.3 7 16 1 0 L

1.4 7 17 0 0 L

15

1.1 0 24 0 0 L

1.2 0 24 0 0 L

1.3 0 24 0 0 L

1.4 0 24 0 0 L

20

1.1 1 23 0 0 L

1.2 0 24 0 0 L

1.3 1 23 0 0 L

1.4 0 23 1 0 L

25

1.1 3 15 6 0 L

1.2 2 17 5 0 L

1.3 2 15 7 0 L

1.4 1 21 2 0 L

Accuracy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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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1.11>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SiL, 864 x 864)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Soil Texture
Result

SL L SiL SiCL

SiL

5

1.1 0 0 24 0 SiL

1.2 0 0 24 0 SiL

1.3 0 0 24 0 SiL

1.4 0 0 23 1 SiL

10

1.1 0 0 24 0 SiL

1.2 0 0 23 1 SiL

1.3 0 0 24 0 SiL

1.4 0 0 24 0 SiL

15

1.1 0 0 24 0 SiL

1.2 0 0 22 2 SiL

1.3 0 0 24 0 SiL

1.4 0 0 22 2 SiL

20

1.1 0 5 15 4 SiL

1.2 0 3 15 6 SiL

1.3 0 1 17 6 SiL

1.4 0 0 17 7 SiL

25

1.1 0 1 20 3 SiL

1.2 0 1 16 7 SiL

1.3 0 2 16 6 SiL

1.4 1 6 16 1 SiL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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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1.12> Prediction results of soil texture (SiCL, 864 x 864)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Soil Texture
Result

SL L SiL SiCL

SiCL

5

1.1 0 0 0 24 SiCL

1.2 0 0 0 24 SiCL

1.3 0 0 0 24 SiCL

1.4 0 0 0 24 SiCL

10

1.1 0 0 0 24 SiCL

1.2 0 0 0 24 SiCL

1.3 0 0 0 24 SiCL

1.4 0 0 0 24 SiCL

15

1.1 0 0 0 24 SiCL

1.2 0 0 0 24 SiCL

1.3 0 0 0 24 SiCL

1.4 0 0 0 24 SiCL

20

1.1 0 0 0 24 SiCL

1.2 0 0 0 24 SiCL

1.3 0 0 0 24 SiCL

1.4 0 0 0 24 SiCL

25

1.1 0 0 10 14 SiCL

1.2 0 0 7 17 SiCL

1.3 0 0 7 17 SiCL

1.4 0 0 1 23 SiCL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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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함수비 예측 결과

1) 사양토 (SL)의 함수비 예측 결과 

<Table A.2.1>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SL, 216 x 216)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Water Content
Result

5 10 15 20 25

SL

5

1.1 384 0 0 0 0 5%

1.2 384 0 0 0 0 5%

1.3 384 0 0 0 0 5%

1.4 384 0 0 0 0 5%

10

1.1 0 365 18 1 0 10%

1.2 0 333 50 1 0 10%

1.3 0 384 0 0 0 10%

1.4 0 384 0 0 0 10%

15

1.1 0 5 364 15 0 15%

1.2 0 1 381 2 0 15%

1.3 0 6 378 0 0 15%

1.4 0 5 376 3 0 15%

20

1.1 0 0 6 373 5 20%

1.2 0 0 17 367 0 20%

1.3 0 0 25 359 0 20%

1.4 0 0 40 339 5 20%

25

1.1 0 0 0 48 336 25%

1.2 0 2 0 19 363 25%

1.3 0 1 0 10 373 25%

1.4 0 3 0 14 367 25%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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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2.2>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SL, 432 x 432)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Water Content
Result

5 10 15 20 25

SL

5

1.1 81 14 1 0 0 5%

1.2 96 0 0 0 0 5%

1.3 96 0 0 0 0 5%

1.4 96 0 0 0 0 5%

10

1.1 0 57 27 1 11 10%

1.2 0 55 34 2 5 10%

1.3 0 90 6 0 0 10%

1.4 0 95 1 0 0 10%

15

1.1 0 6 35 38 17 20%

1.2 0 12 56 18 10 15%

1.3 0 47 44 0 5 10%

1.4 0 35 58 0 3 15%

20

1.1 0 0 0 55 41 20%

1.2 0 0 0 62 34 20%

1.3 0 0 2 58 36 20%

1.4 0 1 8 53 34 20%

25

1.1 0 1 0 7 88 25%

1.2 0 1 0 8 87 25%

1.3 0 3 4 4 85 25%

1.4 0 7 10 8 71 25%

Accuracy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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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2.3>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SL, 864 x 864)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Water Content
Result

5 10 15 20 25

SL

5

1.1 24 0 0 0 0 5%

1.2 24 0 0 0 0 5%

1.3 24 0 0 0 0 5%

1.4 24 0 0 0 0 5%

10

1.1 0 20 4 0 0 10%

1.2 0 15 9 0 0 10%

1.3 0 24 0 0 0 10%

1.4 0 24 0 0 0 10%

15

1.1 0 0 12 12 0 15, 20%

1.2 0 0 24 0 0 15%

1.3 0 0 24 0 0 15%

1.4 0 0 24 0 0 15%

20

1.1 0 0 0 13 11 20%

1.2 0 0 0 14 10 20%

1.3 0 0 0 20 4 20%

1.4 0 0 0 23 1 20%

25

1.1 0 0 0 2 22 25%

1.2 0 0 0 6 18 25%

1.3 0 0 0 4 20 25%

1.4 0 0 0 6 18 25%

Accuracy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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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토 (L)의 함수비 예측 결과 

<Table A.2.4>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L, 216 x 216)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Water Content
Result

5 10 15 20 25

L

5

1.1 381 3 0 0 0 5%

1.2 384 0 0 0 0 5%

1.3 384 0 0 0 0 5%

1.4 384 0 0 0 0 5%

10

1.1 0 384 0 0 0 10%

1.2 0 384 0 0 0 10%

1.3 0 384 0 0 0 10%

1.4 0 384 0 0 0 10%

15

1.1 0 0 383 1 0 15%

1.2 0 0 384 0 0 15%

1.3 0 0 384 0 0 15%

1.4 0 0 384 0 0 15%

20

1.1 0 0 0 375 9 20%

1.2 0 0 0 372 12 20%

1.3 0 0 0 374 10 20%

1.4 0 0 0 380 4 20%

25

1.1 0 0 0 15 369 25%

1.2 0 0 0 3 381 25%

1.3 0 0 0 9 375 25%

1.4 0 0 0 6 378 25%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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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2.5>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L, 432 x 432)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Water Content
Result

5 10 15 20 25

L

5

1.1 56 14 15 9 2 5%

1.2 52 22 9 8 5 5%

1.3 68 25 2 1 0 5%

1.4 91 5 0 0 0 5%

10

1.1 12 61 22 1 0 10%

1.2 27 53 15 1 0 10%

1.3 38 51 7 0 0 10%

1.4 45 49 2 0 0 10%

15

1.1 2 0 70 22 2 15%

1.2 2 12 76 6 0 15%

1.3 2 19 65 6 4 15%

1.4 7 29 54 5 1 15%

20

1.1 0 0 2 56 38 20%

1.2 0 0 11 61 24 20%

1.3 1 0 12 60 23 20%

1.4 2 1 37 47 9 20%

25

1.1 0 0 0 8 88 25%

1.2 0 0 1 27 68 25%

1.3 0 2 10 22 62 25%

1.4 8 2 8 24 54 25%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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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2.6>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L, 864 x 864)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Water Content
Result

5 10 15 20 25

L

5

1.1 5 3 0 5 11 25%

1.2 7 1 2 6 8 25%

1.3 9 0 1 4 10 25%

1.4 24 0 0 0 0 5%

10

1.1 0 2 21 1 0 15%

1.2 0 5 10 9 0 15%

1.3 2 4 10 8 0 15%

1.4 0 6 9 9 0 15, 20%

15

1.1 0 2 21 1 0 15%

1.2 0 4 16 4 0 15%

1.3 1 4 13 6 0 15%

1.4 0 8 7 9 0 20%

20

1.1 0 2 15 6 1 15%

1.2 0 4 12 8 0 15%

1.3 0 6 4 11 3 20%

1.4 4 2 9 7 2 15%

25

1.1 4 4 6 7 3 20%

1.2 6 5 4 0 9 25%

1.3 6 2 1 7 8 25%

1.4 11 1 0 1 11 5,25%

Accuracy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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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사질양토 (SiL)의 함수비 예측 결과

<Table A.2.7>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SiL, 216 x 216)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Water Content
Result

5 10 15 20 25

SiL

5

1.1 384 0 0 0 0 5%

1.2 383 1 0 0 0 5%

1.3 384 0 0 0 0 5%

1.4 384 0 0 0 0 5%

10

1.1 4 380 0 0 0 10%

1.2 9 375 0 0 0 10%

1.3 29 355 0 0 0 10%

1.4 25 359 0 0 0 10%

15

1.1 0 0 383 1 0 15%

1.2 0 0 383 1 0 15%

1.3 0 0 382 1 1 15%

1.4 0 0 370 4 10 15%

20

1.1 0 0 0 380 4 20%

1.2 0 0 0 380 4 20%

1.3 0 0 0 366 18 20%

1.4 0 0 0 357 27 20%

25

1.1 0 0 1 19 364 25%

1.2 0 0 0 47 337 25%

1.3 0 0 0 48 336 25%

1.4 0 0 0 49 335 25%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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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2.8>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SiL, 432 x 432)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Water Content
Result

5 10 15 20 25

SiL

5

1.1 96 0 0 0 0 5%

1.2 94 1 0 0 1 5%

1.3 95 0 0 0 1 5%

1.4 96 0 0 0 0 5%

10

1.1 1 79 10 2 4 10%

1.2 1 95 0 0 0 10%

1.3 0 96 0 0 0 10%

1.4 0 96 0 0 0 10%

15

1.1 0 0 65 22 9 15%

1.2 0 0 86 1 9 15%

1.3 0 0 95 0 1 15%

1.4 0 0 96 0 0 15%

20

1.1 0 0 0 92 4 20%

1.2 0 0 0 85 11 20%

1.3 0 0 0 85 11 20%

1.4 0 0 2 75 19 20%

25

1.1 0 0 1 14 81 25%

1.2 0 0 5 11 80 25%

1.3 0 0 7 19 70 25%

1.4 0 0 8 14 74 25%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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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2.9>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SiL, 864 x 864)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Water Content
Result

5 10 15 20 25

SiL

5

1.1 24 0 0 0 0 5%

1.2 24 0 0 0 0 5%

1.3 24 0 0 0 0 5%

1.4 24 0 0 0 0 5%

10

1.1 0 24 0 0 0 10%

1.2 0 24 0 0 0 10%

1.3 0 24 0 0 0 10%

1.4 0 24 0 0 0 10%

15

1.1 0 0 24 0 0 15%

1.2 0 0 24 0 0 15%

1.3 0 0 24 0 0 15%

1.4 0 0 8 16 0 20%

20

1.1 0 0 0 24 0 20%

1.2 0 0 0 24 0 20%

1.3 0 0 0 10 14 25%

1.4 0 0 0 9 15 25%

25

1.1 0 0 0 1 23 25%

1.2 0 0 0 1 23 25%

1.3 0 0 0 1 23 25%

1.4 0 0 0 0 24 25%

Accuracy 17/20



- 196 -

4) 미사질식양토 (SiCL)의 함수비 예측 결과

<Table A.2.10>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SiCL, 216 x 216)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Water Content
Result

5 10 15 20 25

SiCL

5

1.1 377 1 6 0 0 5%

1.2 384 0 0 0 0 5%

1.3 381 0 3 0 0 5%

1.4 381 0 3 0 0 5%

10

1.1 0 376 8 0 0 10%

1.2 1 367 16 0 0 10%

1.3 0 376 8 0 0 10%

1.4 0 345 39 0 0 10%

15

1.1 0 25 359 0 0 15%

1.2 0 12 372 0 0 15%

1.3 0 22 362 0 0 15%

1.4 0 0 384 0 0 15%

20

1.1 0 0 0 380 4 20%

1.2 0 0 1 379 4 20%

1.3 0 0 0 377 7 20%

1.4 0 0 1 368 15 20%

25

1.1 0 0 0 3 381 25%

1.2 0 0 0 0 384 25%

1.3 0 0 0 0 384 25%

1.4 0 0 0 0 384 25%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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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2.11>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SiCL, 432 x 432)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Water Content
Result

5 10 15 20 25

SiCL

5

1.1 89 0 7 0 0 5%

1.2 94 1 1 0 0 5%

1.3 92 1 3 0 0 5%

1.4 95 0 1 0 0 5%

10

1.1 1 77 13 5 0 10%

1.2 5 54 35 1 1 10%

1.3 0 74 21 1 0 10%

1.4 1 63 32 0 0 10%

15

1.1 2 50 43 0 1 15%

1.2 0 58 37 1 0 15%

1.3 0 64 31 1 0 15%

1.4 3 46 47 0 0 15%

20

1.1 0 0 0 80 16 20%

1.2 0 0 0 88 8 20%

1.3 0 0 0 80 16 20%

1.4 0 0 0 88 8 20%

25

1.1 0 0 0 5 91 25%

1.2 0 0 0 5 91 25%

1.3 0 1 0 6 89 25%

1.4 0 0 0 13 83 25%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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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2.12> Prediction results of water content (SiCL, 864 x 864)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Water Content
Result

5 10 15 20 25

SiCL

5

1.1 24 0 0 0 0 5%

1.2 24 0 0 0 0 5%

1.3 24 0 0 0 0 5%

1.4 24 0 0 0 0 5%

10

1.1 16 0 8 0 0 10%

1.2 19 0 5 0 0 10%

1.3 14 0 10 0 0 10%

1.4 14 0 10 0 0 10%

15

1.1 21 0 3 0 0 15%

1.2 17 0 7 0 0 15%

1.3 19 0 5 0 0 15%

1.4 15 0 9 0 0 15%

20

1.1 0 0 0 24 0 20%

1.2 0 0 1 23 0 20%

1.3 0 0 1 23 0 20%

1.4 0 0 6 18 0 20%

25

1.1 0 0 0 0 24 25%

1.2 0 0 0 1 23 25%

1.3 0 0 0 0 24 25%

1.4 0 0 0 0 24 25%

Accurac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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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건조 밀도 예측 결과

1) 사양토 (SL)의 건조밀도 예측 결과

<Table A.3.1> Prediction results of dry density (SL, 216 x 216)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Dry Density

Result

1.1 1.2 1.3 1.4

SL

5

1.1 384 0 0 0 1.1

1.2 44 293 37 10 1.2

1.3 1 92 189 102 1.3

1.4 0 29 146 209 1.4

10

1.1 281 97 6 0 1.1

1.2 191 177 16 0 1.1

1.3 2 13 342 27 1.3

1.4 1 4 115 264 1.4

15

1.1 273 105 5 1 1.1

1.2 172 130 59 23 1.1

1.3 12 23 102 247 1.4

1.4 9 19 89 267 1.4

20

1.1 151 124 81 28 1.1

1.2 100 131 108 45 1.2

1.3 33 114 131 106 1.3

1.4 15 70 111 188 1.4

25

1.1 124 99 44 117 1.1

1.2 112 92 61 119 1.4

1.3 85 108 51 140 1.4

1.4 61 63 55 205 1.4

Accuracy 15/20



- 200 -

<Table A.3.2> Prediction results of dry density (SL, 432 x 432)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Dry Density
Result

1.1 1.2 1.3 1.4

SL

5

1.1 96 0 0 0 1.1

1.2 15 59 21 1 1.2

1.3 0 17 48 31 1.3

1.4 0 3 23 70 1.4

10

1.1 23 68 4 1 1.2

1.2 37 41 17 1 1.2

1.3 0 6 69 21 1.3

1.4 0 1 17 78 1.4

15

1.1 59 25 12 0 1.1

1.2 26 38 28 4 1.2

1.3 3 8 67 18 1.3

1.4 2 11 76 7 1.3

20

1.1 48 21 20 7 1.1

1.2 36 20 30 10 1.1

1.3 20 19 37 20 1.3

1.4 6 14 39 37 1.3

25

1.1 26 15 32 23 1.3

1.2 20 22 34 20 1.3

1.3 18 23 27 28 1.4

1.4 4 18 40 34 1.3

Accuracy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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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3.3> Prediction results of dry density (SL, 864 x 864)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Dry Density
Result

1.1 1.2 1.3 1.4

SL

5

1.1 24 0 0 0 1.1

1.2 0 23 1 0 1.2

1.3 0 2 14 8 1.3

1.4 0 1 3 20 1.4

10

1.1 18 4 2 0 1.1

1.2 13 6 5 0 1.1

1.3 0 0 23 1 1.3

1.4 0 0 6 18 1.4

15

1.1 3 11 10 0 1.2

1.2 1 5 9 9 1.35

1.3 0 0 9 15 1.4

1.4 0 0 4 20 1.4

20

1.1 0 3 21 0 1.3

1.2 1 1 20 2 1.3

1.3 0 0 23 1 1.3

1.4 0 1 17 6 1.3

25

1.1 5 4 15 0 1.3

1.2 1 2 19 2 1.3

1.3 2 8 11 3 1.3

1.4 0 1 14 9 1.3

Accuracy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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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토 (L)의 건조밀도 예측 결과

<Table A.3.4> Prediction results of dry density (L, 216 x 216)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Dry Density
Result

1.1 1.2 1.3 1.4

L

5

1.1 11 56 25 4 1.2

1.2 6 66 24 0 1.2

1.3 2 20 53 21 1.3

1.4 0 0 3 93 1.4

10

1.1 59 36 1 0 1.1

1.2 30 56 9 1 1.2

1.3 1 24 34 37 1.4

1.4 0 6 19 71 1.4

15

1.1 90 5 1 0 1.1

1.2 5 46 39 6 1.2

1.3 0 25 47 24 1.3

1.4 0 8 35 53 1.4

20

1.1 46 33 11 6 1.1

1.2 37 31 19 9 1.2

1.3 9 20 34 33 1.3

1.4 0 2 30 64 1.4

25

1.1 21 47 17 11 1.2

1.2 17 32 19 28 1.2

1.3 14 36 28 18 1.2

1.4 12 36 24 24 1.2

Accuracy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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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3.5> Prediction results of dry density (L, 432 x 432)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Dry Density
Result

1.1 1.2 1.3 1.4

L

5

1.1 51 30 9 6 1.1

1.2 39 40 16 1 1.2

1.3 24 33 30 9 1.2

1.4 2 4 9 81 1.4

10

1.1 75 21 0 0 1.1

1.2 37 37 10 12 1.2

1.3 3 14 21 58 1.4

1.4 1 15 15 65 1.4

15

1.1 71 19 6 0 1.1

1.2 16 42 26 12 1.2

1.3 6 9 33 48 1.4

1.4 1 12 25 58 1.4

20

1.1 55 32 8 1 1.1

1.2 45 31 14 6 1.2

1.3 19 32 18 27 1.2

1.4 9 15 30 42 1.3

25

1.1 21 50 19 6 1.2

1.2 10 46 23 17 1.2

1.3 3 33 32 28 1.2

1.4 8 26 16 46 1.4

Accuracy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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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3.6> Prediction results of dry density (L, 864 x 864)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Dry Density
Result

1.1 1.2 1.3 1.4

L

5

1.1 17 2 3 2 1.1

1.2 11 9 2 2 1.1

1.3 6 8 5 5 1.2

1.4 0 1 0 23 1.4

10

1.1 23 0 0 1 1.1

1.2 17 2 2 3 1.1

1.3 3 0 11 10 1.3

1.4 1 4 11 8 1.3

15

1.1 17 3 4 0 1.1

1.2 5 5 13 1 1.3

1.3 2 0 7 15 1.4

1.4 0 1 4 19 1.4

20

1.1 18 6 0 0 1.1

1.2 4 10 10 0 1.25

1.3 0 10 10 4 1.25

1.4 0 4 14 6 1.3

25

1.1 14 9 1 0 1.1

1.2 3 16 3 2 1.2

1.3 4 9 5 6 1.2

1.4 1 7 4 12 1.4

Accuracy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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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사질양토 (SiL)의 건조밀도 예측 결과

<Table A.3.7> Prediction results of dry density (SiL, 216 x 216)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Dry Density
Result

1.1 1.2 1.3 1.4

SiL

5

1.1 184 191 9 0 1.1

1.2 41 332 11 0 1.2

1.3 16 127 226 15 1.3

1.4 0 1 48 335 1.4

10

1.1 273 101 10 0 1.1

1.2 165 136 78 5 1.1

1.3 17 52 246 69 1.3

1.4 3 14 236 131 1.3

15

1.1 329 48 7 0 1.1

1.2 20 139 137 88 1.2

1.3 0 37 96 251 1.4

1.4 0 20 43 321 1.4

20

1.1 235 105 30 14 1.1

1.2 171 94 67 52 1.1

1.3 38 60 156 130 1.3

1.4 6 21 147 210 1.4

25

1.1 188 57 67 72 1.1

1.2 183 62 56 83 1.1

1.3 175 59 56 94 1.1

1.4 168 52 72 92 1.1

Accuracy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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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3.8> Prediction results of dry density (SiL, 432 x 432)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Dry Density
Result

1.1 1.2 1.3 1.4

SiL

5

1.1 11 56 25 4 1.2

1.2 6 66 24 0 1.2

1.3 2 20 53 21 1.3

1.4 0 0 3 93 1.4

10

1.1 59 36 1 0 1.1

1.2 30 56 9 1 1.2

1.3 1 24 34 37 1.4

1.4 0 6 19 71 1.4

15

1.1 90 5 1 0 1.1

1.2 5 46 39 6 1.2

1.3 0 25 47 24 1.3

1.4 0 8 35 53 1.4

20

1.1 46 33 11 6 1.1

1.2 37 31 19 9 1.2

1.3 9 20 34 33 1.3

1.4 0 2 30 64 1.4

25

1.1 21 47 17 11 1.2

1.2 17 32 19 28 1.2

1.3 14 36 28 18 1.2

1.4 12 36 24 24 1.2

Accuracy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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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3.9> Prediction results of dry density (SiL, 864 x 864)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Dry Density
Result

1.1 1.2 1.3 1.4

SiL

5

1.1 4 18 1 1 1.2

1.2 0 21 3 0 1.2

1.3 0 7 10 7 1.3

1.4 0 0 1 23 1.4

10

1.1 10 14 0 0 1.2

1.2 3 19 0 2 1.2

1.3 0 11 5 8 1.2

1.4 0 3 4 17 1.4

15

1.1 20 4 0 0 1.1

1.2 0 10 13 1 1.3

1.3 0 2 17 5 1.3

1.4 0 2 6 16 1.4

20

1.1 19 1 1 3 1.1

1.2 13 2 3 6 1.1

1.3 0 1 7 16 1.4

1.4 0 0 3 21 1.4

25

1.1 10 11 3 0 1.2

1.2 6 8 4 6 1.2

1.3 3 7 8 6 1.3

1.4 1 4 5 14 1.4

Accuracy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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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사질식양토 (SiCL)의 건조밀도 예측 결과 

<Table A.3.10> Prediction results of dry density (SiCL, 216 x 216)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Dry Density
Result

1.1 1.2 1.3 1.4

SiCL

5

1.1 303 12 64 5 1.1

1.2 129 44 157 54 1.3

1.3 239 11 128 6 1.1

1.4 27 71 129 157 1.4

10

1.1 198 83 77 26 1.1

1.2 52 89 141 102 1.3

1.3 56 84 146 98 1.3

1.4 18 79 127 160 1.4

15

1.1 200 122 41 21 1.1

1.2 131 141 60 52 1.2

1.3 197 113 45 29 1.1

1.4 28 108 82 166 1.4

20

1.1 212 95 56 21 1.1

1.2 83 91 127 83 1.3

1.3 38 61 157 128 1.3

1.4 16 44 151 173 1.4

25

1.1 108 113 101 62 1.2

1.2 125 116 101 42 1.1

1.3 88 100 132 64 1.3

1.4 69 105 143 67 1.3

Accuracy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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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3.11> Prediction results of dry density (SiCL, 432 x 432)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Dry Density
Result

1.1 1.2 1.3 1.4

SiCL

5

1.1

1.2

1.3

1.4

10

1.1 62 12 13 9 1.1

1.2 28 14 31 23 1.3

1.3 26 21 31 18 1.3

1.4 22 14 31 29 1.3

15

1.1 39 25 28 4 1.1

1.2 27 16 49 4 1.3

1.3 38 24 30 4 1.1

1.4 12 14 52 18 1.3

20

1.1 58 11 25 2 1.1

1.2 38 8 36 14 1.1

1.3 29 10 35 22 1.3

1.4 20 12 39 25 1.3

25

1.1 20 29 36 11 1.3

1.2 34 23 29 10 1.1

1.3 16 19 53 8 1.3

1.4 20 20 38 18 1.3

Accuracy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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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3.12> Prediction results of dry density (SiCL, 864 x 864)

Soil condition CNN model result

Soil
Texture

WC
(%)

Density
(t/m3)

Predicted Dry Density
Result

1.1 1.2 1.3 1.4

SiCL

5

1.1 24 0 0 0 1.1

1.2 24 0 0 0 1.1

1.3 23 1 0 0 1.1

1.4 24 0 0 0 1.1

10

1.1 10 0 13 1 1.3

1.2 4 0 15 5 1.3

1.3 5 0 12 7 1.3

1.4 1 0 14 9 1.3

15

1.1 20 1 3 0 1.1

1.2 8 6 3 7 1.1

1.3 19 1 4 0 1.1

1.4 0 0 6 18 1.4

20

1.1 24 0 0 0 1.1

1.2 11 8 4 1 1.1

1.3 6 2 8 8 1.35

1.4 2 3 5 14 1.4

25

1.1 14 7 3 0 1.1

1.2 12 9 3 0 1.1

1.3 3 9 12 0 1.3

1.4 3 6 14 1 1.3

Accuracy 8/20



- 211 -

Abstract

Prediction on Physical Properties of Soil

based on Deep Learning using Digital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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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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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learning has dramatically improved the accuracy of existing image

analysis algorithms, and accordingly, various studies on deep learning

have been conducted.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ment of a soil

properties prediction model based on deep learning will enable quicker

in-situ soil management at a lower cost than existing experimental

methods.

In this study, a prediction method on physical properties of soil based

on deep learning of soil images using digital image processing was

developed. A regression model using Deep neural network (DNN) and

an image classification model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was developed. Digital image processing (DIP) was applied as an image

processing method for constructing input data of a deep learning model.

Digital images were obtained for each soil under various water content

and dry density conditions. Soil color and void area were obtained

through DIP. Since the void area of the soil depends on the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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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in binarization of the soil image, in this study, the void area

values were extracted for each threshold and named this as the Voia area

curve (VAC). VAC has a characteristic that the shape of the curve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water content and density of the

soil.

As a result of DNN model, the soil texture classification accuracy was

96.25%, and the RMSEs when predicting the water content and dry

density were 0.2 to 1.0% and 0.061 to 0.101 t/m3, respectively. As a

result of CNN model, the more the number of training images, the

higher the accuracy of the model. The accuracy of the dry density

prediction using DNN model was superior. Accordingly, the VAC is

considered to be a main factor tha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void of

soils.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developed soil property

prediction method to in-situ situation, prediction on soil properties was

performed for three types of in-situ soil. The deep learning model has

the advantage that it is very quick and easy to repeat the test at the

same point compared to the existing test metho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accuracy of the model can be improved as a result of repeated

soil image shooting. Accordingly, it is considered that the application of

prediction method on physical properties of soil based on deep learning

using DIP can contribute to performing soil property monitoring faster

and more economically than conventional soil management methods.

keywords : Deep learning, Deep neural network,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igital image processing,

Soil properties

Student Number : 2016-3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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