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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위성영상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는 토지피복도는 국토 관리와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는 자료이다. 대한민국의 토지

피복도는 환경부에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토지피복

도는 정확도가 낮고 갱신주기가 길어 자료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낮은 정확도는 이를 활용하는 연구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반복

적인 자료 수집이 어려워 토지피복도를 활용한 시공간 분석의 효용성을 

떨어뜨린다. 환경부의 토지피복도가 가지는 한계는 토지피복 분류의 방

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기인하며, 이에 토지피복 분류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분류방법으로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토지피복 분류 방법은 매개변수 모형

(parametric model)을 사용한 방법들로 설명변수의 독립성, 자료의 정규

성 등 엄격한 통계적 가정이 많았다.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분야에

서는 이러한 비현실적 가정과 사전에 분포 형태를 강제하지 않는 비모수 

모형(non-parametric model)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왔다. 본 연구는 그간 

매개변수 모형에 집중되었던 토지피복 분류 방법을 딥러닝 기반의 비모

수 분류 방법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딥러닝 기반의 토지피복 변화탐지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딥러닝 모형 중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 

토지피복 분류 방법을 제시하며, 그 효용성을 실증하기 위해 토지피복 

분류를 위한 합성곱 신경망 모형을 설계하고 분류 실험을 하였다. 아울

러 합성곱 신경망 모형을 설계하여 모형의 우수함을 판명하는 것에 더

해, 모형이 투입 데이터에 따라 어떠한 결과차이를 가지는지 세 차례의 

실험을 통해 파악했다. 토지피복 변화탐지의 경우 완전합성곱 신경망

(fully convolutional network) 모형을 설계하여, 토지피복의 인공 구조물 

변화 그리고 토지피복의 자연환경적 변화의 사례에 대한 변화탐지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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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합성곱 신경망을 토지피

복 분류에 접목시켰고 실험을 통해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서 설계한 토지피복 분류 모형은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토지피복 

분류에 있어 모형의 우수함뿐만 아니라 투입하는 학습데이터에 따른 결

과차이를 함께 제시해 학습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사전학

습 파라미터(pre-trained parameter)를 사용한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

의 가능성을 실험을 통해 보였으며 토지피복과는 무관한 이미지로 학습

된 파라미터가 학습시간을 단축시키고 분류성능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했

다. 둘째, 연구에서 설계한 완전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모형은 사례지역

에 대하여 변화탐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완전합성곱 신경망의 적용

을 통해 변화의 탐지와 분할을 동시화해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보다 

연속적인 변화탐지 결과물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토지피

복 분류와 변화탐지의 효용성을 실증하였으며, 기존 방법의 한계를 타개

하고 실용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토지피복을 주제로 한 원격탐사 분야

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딥러닝, 합성곱 신경망, 원격탐사, 토지피복

학 번 : 2018-2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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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토지피복은 지구표면의 물리적 구성을 의미하며(Fisher et al., 2005), 

토지피복도는 지구표면 지형지물의 형태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동질의 특성을 지닌 구역을 표현한 주제도이다(환경부, 2018). 위성영상

을 활용하여 제작되는 토지피복도는 국토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본 자료로 인식되며(이규성 외, 2009), 국토의 전반적인 관리와 계획에 

중요한 자료이다. 토지피복도는 자료 자체로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

라 다양한 연구의 보조자료로 활용된다(김주훈·김경탁, 2011; 최진무 

외, 2014; 전경열·김영희, 2016; 유철희 외, 2017). 또한 토지피복도는 산

림보호,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수자원보호 등 지속가능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행동강령인 UN 아젠다 21에 핵심 역할

을 하는 자료이기도 하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2).

  대한민국의 토지피복도는 환경부에서 제작해 배포되고 있다. 환경부에

서는 1998년 대분류 토지피복도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분류 체

계를 중분류, 세분류로 세분화하여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에서 제공하는 토지피복도를 활용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토지피복도의 정확도 문제이다. 대분류 토지피복도의 경우 남한

이 75%, 북한이 70%로 낮은 정확도를 가지며 중·세분류 토지피복도의 

경우 정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토지피복도의 

갱신주기가 길고 불규칙하다는 것이다. 대분류 토지피복도의 경우 10년

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중·세분류 토지피복도의 경우 정해진 갱신주기

가 없고 지역에 따라 제작 시기가 달라 자료의 반복적 수집이 어렵다. 

이에 토지피복도를 통해 국토공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며, 토



2

지피복도를 활용한 연구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환경부에서 제작되는 토지피복도의 낮은 정확도와 갱신주기의 문제는 

토지피복도 제작에 사용하는 분류 방법에 기인한다. 대분류 토지피복도

의 경우 전통적인 토지피복 분류기법인 화소기반 분류기법을 사용하여 

제작되며, 중·세분류 토지피복도의 경우 화소기반 분류 결과를 기반으

로 육안판독을 통한 디지타이징(digitizing) 방법을 사용해 토지피복도 제

작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토지피복도의 제작에서 앞선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분류 정확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분류의 자동화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토지피복 분류에 딥러닝 기반의 방법을 제시하여 효용성

을 판단하고자 한다. 딥러닝 기반의 모형인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해 기

존의 토지피복 분류 방법들이 가지는 여러 통계적 가정들을 타파하고 위

성영상 자료에 내재하는 복잡한 패턴에 대하여 비선형적 관계 분석을 통

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에 대한 시공간적 주목으로 토지피복 변

화탐지 모형을 함께 제시한다. 토지피복의 변화탐지는 도시의 행정, 군

사, 지속가능한 성장, 생물 보호 등 여러 주제에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기존의 토지피복 변화탐지 분야에서는 탐지 알고리즘의 이론

적 배경이 토지피복 분류에서의 알고리즘과 같아 동일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변화탐지 모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완전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토지피복 변화탐지 모형

을 함께 제시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토지피복 분류

를 위해 사용해 오던 기존의 방법들에 대하여 이론적 검토를 하고 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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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한계점을 조명한다. 즉, 토지피복 분류 방법의 

발전과 함께 전개되어온 분류방법들을 살펴보고, 각 토지피복 분류 기법

의 특징 및 주요 이슈를 파악한다. 그리고 위성영상에서 토지피복이 가

지고 있는 변동성을 처리하고 영상의 맥락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딥러닝 모형의 원리와 형태를 고찰한다. 살펴볼 모형은 모든 딥러닝 모

형의 기초가 되는 심층 신경망, 이미지 분석에 특화된 합성곱 신경망 그

리고 이미지의 탐지와 분할에 사용되는 완전합성곱 신경망이다.

  3장에서는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토지피복 분류 모형을 설계하고 실

제 데이터에 적용해 그 성능을 진단한다. 먼저 모형에 투입할 데이터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작한 데이터와 본 연구에

서 구축한 데이터, 그리고 사전학습 파라미터 데이터의 특징에 대한 설

명이다. 다음으로 합성곱 신경망 모형을 토지피복 분류 목적에 맞추어 

설계한다. 모형의 설계는 합성곱 신경망 모형 선택, 하이퍼파라미터

(hyper-parameter) 조정,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 선택, 신경망의 

깊이, 규제(regularization) 설정 등의 과정이다. 이후 분류 실험을 통해 

설계한 모형의 성능을 진단한다. 투입 학습 데이터에 따른 분류 실험의 

결과를 단계적으로 분석한다.

  4장에서는 토지피복 변화탐지 방법으로 완전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탐

지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변화탐지 이론에 대하여 개괄하고 실험 사례

지역을 선정한다. 이후 토지피복 변화탐지를 위한 완전합성곱 신경망 모

형을 설계하며, 설계한 모형의 실험 결과를 통해 토지피복 변화탐지 방

법의 효용성을 검증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한다. 이상의 연구 흐

름을 도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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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데이터 구축 및 데이터 증식, 사전학습 데이터 사용 방안의 제시 

② 토지피복 분류 목적에 맞추어 모형 변형 및 하이퍼파라미터 조정

③ 모형 성능 평가와 시사점 도출

①데이터 구축 및 정제 ②모형 설계 ③결과 도출

연구 목적: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토지피복 분류와 변화탐지 방법 제

안

제

2장

함의 제시/결론

제

3장

제

5장

① 토지피복 변화탐지 이론 개괄 및 사례지역 선정

② 완전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변화탐지 모형 설계

③ 변화탐지 결과 해석 및 시사점 도출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

4장

① 기존 토지피복 분류방법의 특징과 주요 이슈 검토

② 딥러닝 모형의 원리와 형태에 대한 고찰

토지피복의 변동성, 통계적 가

정

매개변수 모형의 한계

비모수 모형: 딥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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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연구

  이 장에서는 토지피복 분류와 변화탐지에 합성곱 신경망의 유용성을 

논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토지피복 분류 방법들을 검토하고 대안적인 방

법으로의 딥러닝 모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

는 기존의 토지피복 분류 방법들의 내용과 원리 그리고 방법이 가지는 

한계를 조명한다. 살펴볼 기존의 토지피복 분류 방법은 육안판독, 감독

학습·무감독학습에 기초한 화소기반 분류(per-pixel classification) 기법 

그리고 객체기반 영상분류(object based classification) 기법이다. 2절에서

는 기존의 토지피복 분류 방법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인 방법

으로 제시할 딥러닝 기반의 모형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한다. 기존의 

토지피복 분류 방법들은 분광정보와 공간정보의 파라미터(parameter)1)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였을 경우 주어진 정보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자료들이 서로 다른 속성 값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 

데이터 특성상 그 중 일부 속성 값들은 서로 연관되어있기도 하기 때문

이다. 위성영상이 가지는 이러한 고유한 특성을 처리하기 위해 딥러닝 

모형이 가지는 강점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토지피복 분류와 변화탐지에 

딥러닝 모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본연구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 1절 토지피복 분류 기법

  토지피복 분류를 위한 기존의 분류 기법은 육안판독, 화소기반 분류 

1) 전통적인 통계 분야에서는 변수의 영향도를 나타내는 값을 가중치라 

하지만 본문에서는 기계학습 분야에서의 관습에 따라 파라미터라는 표현

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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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그리고 객체기반 분류 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용한 위성영상

이 많아지고 영상의 시·공간적 해상도가 발전하면서 분류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육안판독 기법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자동분

류기법이 등장하였다. 초기의 자동분류기법은 화소기반의 분류기법을 활

용하였으나, 화소기반 분류기법은 동일한 분류 내에서 큰 변동성이 발생

하여 낮은 분류 정확도를 가진다(Liu and Xia, 2010). 이에 분류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기하학적·공간적 속성을 갖는 이미지 객체를 

분류하는 방법이 화소기반 분류기법과 병용되고 있다(Jensen, 2016).

1. 육안판독

  원격탐사 자료의 육안판독은 공간적인 패턴인식(pattern recognition)을  

위해 인간의 시각적 감각을 이용하여 영상을 판독하는 방법을 말한다. 

육안판독 기법에서 인간은 색상(color), 모양(shape), 크기(size), 그림자

(shadow), 패턴(pattern), 질감(texture), 입지(site) 등을 고려하여 공간적인 

패턴을 인식한다(Olson, 1960). 토지피복의 육안판독은 모든 분류기법에 

있어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이며, 육안

판독 자료는 지리정보시스템의 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해 기본적인 자료

로 사용된다(Jenson and Jenson, 2012). 

  시각적 자료에서 선행지식과 직관에 의거한 인간의 경험적 판단은 위

성영상의 복잡한 요소를 인식하는데 뛰어나 정밀한 판독을 가능하게 한

다. 토지피복의 육안판독은 판독자가 여러 상황 요소를 고려하여 유연한 

판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영상의 공간해상도가 높을수

록 개체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정확한 판독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한 판독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 선행지식은 영상에서 분류하기 어려

운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Jensen, 2016).

  인간의 시각적, 경험적 판단 능력은 그 자체로 육안판독의 장점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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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한다. 육안판독 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인간의 분광패턴 인식 능력에

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색을 구분하고 인식하는 능력에는 한

계가 있으며, 분광패턴을 판별하는 것은 이보다 섬세한 인식능력을 요구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16~20개 정도의 분광 패턴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연속적인 명암 변화로 구성된 흑백영상의 경우 인간은 

보통 9단계의 명암을 구별할 수 있다(Jensen, 2016). 컴퓨터를 활용한 영

상처리 방법은 8비트(bit) 형식의 자료의 경우 채널(channel) 당 256개의 

색을 구분할 수 있어 보다 정교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위성영

상의 공간해상도가 낮아지면 영상 픽셀(pixel)을 구성하는 물체들의 색상

이 평균화 되는데, 이는 영상에서의 색상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육안판독 방법으로는 물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

(Benz, et al., 2004). 육안판독 방법이 가지는 두 번째 문제점은 인간의 

주관이 개입된다는 점이다. 시각적 자료에서 인간의 판단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판독자의 기분, 피로도와 같은 개인적인 상황과 조명, 영상출력 

장치의 색 정확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육안판독 방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위성기술

이 발전함에 따라 위성영상의 시간해상도(temporal resolution)가 높아지

고 있으며, 다양한 위성영상에 대한 접근성 또한 향상되었다. 하지만 방

대해진 영상자료들을 인간이 모두 판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화소기반 분류

  육안판독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 영상 처

리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화소기반 분류 기법은 전통적인 자동분류 방법

으로 여겨진다. 화소기반 분류 기법은 분광 특성을 대표하는 화소 값을 

기반으로 분류하는 방법으로 학습데이터를 분류체계에 따라 미리 정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감독분류(supervised classification)와 무감독분류

(unsupervised classification)로 나누어 볼 수 있다(Colwel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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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피복의 감독분류는 통계기법을 활용해 사전에 설정한 분류항목을 

구분하는 분류 방법이다. 이때 연구자는 학습 지역(training site)을 정한 

뒤 각 분류항목을 대표하는 특정위치를 찾아 학습 데이터(training data)

를 만들어 분류 모형을 학습한다2). 각 화소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항목으로 분류되며 이는 학습지역과 검증지역(validation site)3)의 분류 성

능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분류에 사용되는 통계기법으로는 최대우도

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감독분류 방법은 분류체계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분광정보로부터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화소들을 통계적으로 정의된 기준에 따라 군집화

(clustering)하는 방법이다. 무감독분류 방법은 주로 해당 지역의 참조정

보가 부족하거나 토지피복 형태를 정해진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할 수 없

을 때 사용된다. 무감독분류에는 주로 k-평균(k-means) 알고리즘이 사용

되며 이는 군집 간의 거리 차이의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동작한

다. 무감독분류 방법은 분류체계를 사전에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분

류 방법에 비해 과학적인 분류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감독분류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분류 경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무감독분류는 

실질적인 토지피복 분류작업에 사용되기보다는 감독분류에 앞서 학습데

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참조자료나 감독분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

전분류작업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Enderle and Weih, 2005).

2) 기존의 토지피복 분류기법에서의 학습은 기계학습 분야에서 다루는 

학습과는 차이가 있다. 기계학습에서의 학습은 데이터에 내제한 특징을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한 방법이다.
3) 기존의 토지피복 분류 기법에서의 검증은 기계학습 분야에서의 검증

과 차이가 있다. 기존의 토지피복 분류 기법에서의 검증은 별도의 데이

터를 유보하여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다. 기계학습 분야에서의 검증

(validation)은 학습 도중 학습의 일반화를 돕고자 학습 데이터 내에서 데

이터를 구성하여 중간성능을 확인을 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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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피복의 특성은 화소값 하나로 요약될 수 없다. 또한 영상을 구성

하는 인접화소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 화소기반 분류 방법은 비교

적 단순한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이 용이하다. 하지만 각각의 분류를 하

나의 화소값을 통해 할당하기 때문에 동일한 분류 내에서 큰 변동성을 

발생시켜 정확한 분류가 어려우며, 이는 영상의 공간해상도가 높아질수

록 심화된다(Liu and Xia, 2010).

3. 객체기반 분류

  객체기반 분류 기법은 단일 화소 대신 객체의 특징, 공간 및 계층 관

계를 기반으로 영상을 분류하는 방법을 일컫는다(Benz, 2001). Schöpfer 
et al.(2010)는 화소기반 분류기법에서 화소의 공간적인 맥락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적인 접근법은 의미 있는 기하학적·공간적 

속성을 갖는 인접한 화소의 균질 클러스터로 만들어진 이미지 객체를 고

려하는 것이라 말한다. 

  객체기반 분류 기법은 다중해상도 영상분할기법을 통해 영상을 객체로 

분해하고 분해된 객체들을 분류하여 실행된다(Blachke et al., 2014). 분해

된 객체는 형태 또는 분광정보에 있어 균일한 영역을 말하며, 이때 축척

(scale), 평활도(smoothness), 조밀도(compactness) 등을 함께 고려한다. 분

류작업에는 주로 퍼지 분류(fuzzy classification) 방법이 사용된다(Jensen, 

2016). 퍼지 분류는 각각의 분류항목에 등급을 매겨 항목간의 경계를 뚜

렷하게 정의하지 않아 토지피복 항목 내에서의 이종성(heterotypic)을 고

려할 수 있다(Dronova et al., 2011).

  Basu et al.(2015)는 위성영상이 가지는 높은 변동성에 의하여 화소기

반 분류 기법뿐 아니라 기존의 객체 기반 영상 분류 방법에서도 분석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역설한다. 객체기반 분류 기법은 화소기반 분류기법

에 비해 분류 항목 내에서의 변동성이 적지만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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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이는 객체기반 분류 방법이 화소기반 분류 방법과 동일하게 매

개변수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매개변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성영상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고 밀도함수를 알고 있다는 가정이 필

요하다(Hart et al.,2000). 정확도 높고 빠른 갱신주기를 가지는 토피지복

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 모형이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가정

에서 벗어나 위성영상이 가지는 높은 변동성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

제 2절 딥러닝

  전통적인 통계기법을 기반으로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기존의 토지피복 

분류 방법들은 모형이 파라미터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할 경우 입력 정보

와 결과 값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분류 

성능을 가져올 수 있다. 딥러닝 기반의 토지피복 분류 방법은 최적의 파

라미터를 학습을 통해 찾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법들과 구분되며, 비모

수 방법으로 기존의 통계 방법들이 상정하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딥러닝 기반의 모형이 가지는 세 가지 장점은 첫째, 자료

가 가지는 분포를 상정할 필요가 없어졌고(Khorram et al., 2011), 둘째, 

자료에 내재한 비선형 패턴을 처리 할 수 있으며(Landi et al., 2010), 셋

째, 변수의 독립성 가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Atkinson and 

Tatnall, 1997).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한 분야인 딥러닝은 의학, 

경제, 부동산 등의 자료를 다루는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속성 값 분포를 가지고 복잡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위성영상의 특성은 딥

러닝 모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앞서 기술한 딥러닝 모형의 

강점은 토지피복 분류의 성능을 개선하고 나아가 변화탐지에도 이점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절 에서는 기존의 토지피복 분류 방법들

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딥러닝 모형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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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인간은 귀납적 사고를 통해 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구체적 사실로부터 

보편적 사실을 추론해내는데 이를 귀납적 학습이라 부른다(Michalski, 

1983). 기계학습에서 이러한 귀납적 학습방법은 입력 데이터를 학습하고 

새로운 자료를 예측하는 데에 기술적·개념적으로 유용한 자기발견적 탐

색이다(Mantaras and Armengol, 1998). 학습이론에서 기계학습은 이러한 

인간의 귀납적 사고 과정을 모의하여 현존하는 데이터로부터 특성을 일

반화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Goodfellow et al., 2016). 심층 신경망은 뉴런

(neuron)을 통한 인간의 귀납적 사고과정을 모의하여 구성된다. 심층 신

경망은 이후 파생되는 모든 딥러닝 모형의 비조이다.

  뉴런은 두뇌 속 신경계의 단위 세포로서 전기적 자극을 전달하여 반응

을 일어나게 하는 기능을 하며(Russell and Norvig,  2002),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뉴런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인간의 사고

처리 방법을 모의한다(Goodfellow et al., 2016). 인공신경망은 초기 인공

지능 분야에서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이 지식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과 달리 비알고리즘적 형태로 신경망 속에 은닉

된 형태의 뉴런들이 파라미터를 학습함으로써 결과를 도출한다. 심층신

경망은 인공신경망의 은닉된 뉴런 층(layer)을 깊게(deep) 구성한 모형이

다. 심층 신경망의 기본적인 구조는 입력 층(input layer)과 출력 층

(output layer) 사이에 여러 은닉 층(hidden layer)을 깊게 구성하여 이루

어진다. 이는 데이터에 내제하는 정보(internal representation)를 학습하

는 감독 학습 방법으로 많은 딥러닝 분야에서 응용의 기초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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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신경망은 정보가 입력 층에서 함수를 통해 흐르고, 근사 함수4)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중간 계산을 통해 마지막 출력 y로 전달되는 구조

를 가지기 때문에 Deep Feedforward Neural Network로 불리기도 한다

(Goodfellow et al., 2016). 심층 신경망의 입력 층과 출력 층 그리고 은닉 

층의 모든 노드(node)5)는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구성되

어있으며, 이는 모든 노드가 연산을 통해 결합된 구조이다. [그림 2-1]은 

3개의 은닉 층을 구성하는 심층 신경망의 연결 구조를 도해한 예시이다.

  심층 신경망은 데이터에 내재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신경망의 뉴

런 연결에 대한 파라미터를 반복적으로 조정하여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모형화된다(Plaut and Hinton, 1987). 이러한 

신경망의 학습은 Bryson and Ho(1969)의 연구에서 고안된 역전파(back 

4) 심층 신경망을 포함한 기계학습의 목적은 학습을 통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사함수를 찾는 것이다. 모형은 근사함수   를 정의하

고 최상의 근사함수를 도출하는 파라미터  값을 학습한다.
5) 노드는 인간 신경망에서의 뉴런과 대응하며, 본문에서는 뉴런과 노드

를 구분 없이 사용하기로 한다. 

[그림 2-1] 심층 신경망의 완전연결 구조 (Nielse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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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gation) 알고리즘으로 파라미터를 조정함으로써 수행된다. 파라미터

의 반복적 조정이 곧 학습이며, 학습은 심층 신경망의 목적인 근사 함수

를 찾는 과정으로 순전파(forward propagation)와 역전파의 반복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그림 2-2]. 순전파는 입력에서부터 은닉 층, 출력 층까

지의 계산과정을 말한다. 순전파를 통하여 출력 층에서 예측 결과를 도

출하며,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인 손실(loss)

값6)을 역방향으로 전달해 파라미터를 조정한다(Rumelhart et al., 1985). 

순전파 과정에서 노드의 연산 결과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7)를 통해 전달되며, 이때 활성화함수는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를 사용한다. 역전파 과정에서 손실 함수는 각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편미분한 값을 통해 파라미터를 조정한다. 이러한 역전파 알고리즘의 파

6) 딥러닝 모형 학습의 지표가 되는 값으로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의미하며, 손실함수(loss function)에 의해 측정된다. 손실함수는 목적함수

(objective function) 또는 비용함수(cost function)로도 불린다.
7) 활성화함수는 입력 신호를 출력 신호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한다. 비

선형이 활성화함수의 사용을 통해 모형은 데이터에 내재한 비선형 관계

를 학습한다.

왼쪽 : 순전파 과정

오른쪽 :역전파 과정

[그림 2-2] 심층 신경망의 가중치 업데이트 과정 (LeCun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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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터 업데이트 과정은 확률적 경사하강법(stochastic gradient descent)

을 구현한 옵티마이저(optimizer)8)를 통해 최적화된다.

  위성영상 분석에서 심층 신경망이 가지는 강점은 자료의 분포와 독립

성 가정에 구애받지 않으며, 비선형 관계를 모의하여 항목간의 복잡한 

결정 경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성영상 자료의 분광값

들은 인접값과 상관관계를 가며 이들이 모여 기하학적 형태를 이룬다. 

일반적인 심층 신경망은 이러한 위성영상의 기하학적 구조를 학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2.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합성곱 신경망은 이미지 분석을 위해 개발된 특수한 형태의 심층 신경

망이다. 합성곱 신경망은 입력값 사이의 공간적인 관계성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심층 신경망과 차이가 있다(Lecun et al., 2015). 이는 

손글씨, 사물, 동물과 같은 사진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 개발된 딥러닝 

모형으로 위성영상 분석을 위해 개발된 모형이 아니다. 하지만 위성영상

이 가지는 분포 특성과 인접화소들의 복잡한 상관관계는 합성곱 신경망 

모형을 적용하기에 적절하며, 합성곱 신경망을 통해 자료에 내재한 비선

형관계를 기하학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합성곱 신경망은 대뇌의 시각피질 구조를 모방하여 만든 방법론이며, 

최근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딥러닝 모형이다(Krizhevsky 

et al ., 2012; Zeiler and Fergus, 2014; Sermanet et al., 2014; Simonyan 

and Zisserman, 2014; Szegedy et al., 2015; He et al., 2016). Hubel and 

Wiesel(1962)은 시각 피질 안의 뉴런들이 국부 수용영역(local receptive 

8) 옵티마이저는 손실함수를 기반으로 파라미터를 갱신하는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는 손실함수의 미분값인 기울기

(gradient) 값을 통해 이동 방향을 정하고, 적용한 학습률(leaning rate) 

만큼의 보폭으로 반복 이동하여 최적점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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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을 가진다는 것을 보였으며, 동물의 시각피질 안의 뉴런이 시각을 

구성하는 일정 범위의 특성(feature)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 보였다. 시각 피질 안의 뉴런들은 수직선과 수평선과 같은 저수준 

패턴에 반응하고 이것들을 종합하여 사물, 글귀와 같은 고수준 패턴을 

인식한다. 이러한 관찰은 높은 출력의 관찰이 낮은 출력의 관찰에 기반

한다는 합성곱 신경망 모형의 아이디어가 되었다. 합성곱 신경망 모형은 

LeCun et al., (1998)의 손글씨 숫자 인식 모형인 LeNet-5를 시작으로 필

터링기법이 발전하고 새로운 차원축소(dimensionality reduction) 그리고 

규제(regularization)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발전하였다.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는 크게 합성곱 층(convolution layer), 풀링 층

(pooling layer), 완전연결 층(fully connected layer)의 배치로 모형화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합성곱과 풀링 층을 반복 배치시켜 깊

은 신경망을 만들고 마지막에 완전연결 층을 배치해 분류작업을 하는 구

조이다(Krizhevsky et al., 2012). [그림 2-3]은 합성곱 신경망 모형의 구

조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모식도이다.

[그림 2-3] 합성곱 신경망 모식도 (Krizhevsky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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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성곱(convolution)

  합성곱 신경망은 많은 합성곱 층을 배치해 깊은 네트워크 구조를 만드

는데, 이는 동물의 시각 뉴런이 다양한 저수준 특징들을 종합하여 고수

준 특징을 추출하는 구조와 대응된다. 이러한 특징 추출이 합성곱 신경

망에서는 합성곱 연산을 통해 이루어진다. 입력이미지에 합성곱 연산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이미지는 다음 합성곱 층의 입력으로 사용되며 네트

워크가 깊어질수록 고수준의 특징을 학습한다.

 합성곱은 하나의 함수에 대하여 다른 함수를 반전(reverse), 전이(shift)

시킨 다음 곱한 결과를 적분하는 수학연산자이며 [수식 2-1]로 표현된다

(Goodfellow et al., 2016).

 [수식 2-1]

  식에서 는 입력함수이며 는 가중평균으로 유효한 확률 밀도함수여

야 한다.  는 반전, 는 전이에 해당하며 시간을 표시하여 정수만 취할 

수 있다.

  합성곱 신경망에서는 이미지를 행렬구조로 변환하여 합성곱 연산을 수

행하는데, [수식 2-1]과 같은 연산을 이미지 행렬에서는 [그림2-4]와 같

이 간단하게 수행 할 수 있다. 이미지 행렬 연산은 행렬로 표현된 이미

지를 대상으로 필터(filter) 또는 커널(kernel)이라 불리는 행렬을 합성곱 

연산하여 수행된다. [수식 2-1]을 합성곱 신경망의 행렬 연산과 대응하여 

살펴보면 식에서의 함수 는 입력 이미지 행렬,  함수는 필터 행렬에 

해당한다. [그림 2-4]을 살펴보면 2차원의 행렬을 1의 간격(stride)로 이동

해가며 필터를 적용하는데, 이때 대응하는 원소를 곱한 후 모두 합하여 

결과를 출력한다. 합성곱 층에서는 합성곱 필터를 통해 합성곱 연산을 

적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한다. 합성곱 연산의 적용으로 입력 이미

지 데이터는 기하학적 형상이 유지된다. 이미지 데이터를 일반적인 심층 

신경망에 적용하게 되면 다차원의 데이터가 하나의 벡터로 표현되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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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기하학적 형상이 깨진다. 합성곱 신경망에서는 합성곱 연산을 통

해 데이터의 기하학적 형상을 유지하고 공간적 맥락을 고려한 특징 추출

이 가능하다(LeCun et al., 2015). 이미지 데이터의 경우 Red, Green, 

Blue의 채널로 이루어져 3차원의 데이터를 구성하며 합성곱 필터는 모든 

채널에 할당된다. 이 필터가 합성곱 층의 파라미터이며 학습을 통해 행

렬 값을 조정해 최적의 필터를 찾는다.

2) 풀링(pooling)

  풀링은 합성곱 연산 결과 산출된 2차원 행렬의 정보를 축소 변환하여 

[그림 2-4] 행렬에서의 합성곱 연산 도식화 (Goodfellow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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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하는 차원축소 방법으로 서브샘플링(sub-sampling)이라고도 불린다

(Lin et al., 2013). 풀링 작업은 은닉 층 안의 별도의 풀링 층에서 이루어

지며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풀링 층을 합성곱 층 뒤에 배치할 수 있다. 

풀링 층에서의 축소 변환을 통해 합성곱 신경망은 다양한 이점을 얻는

다. 풀링은 기본적으로 합성곱 층에서 출력된 이미지를 요약 통계로 대

체하여 축소하는 것으로 이미지의 픽셀 밀도를 줄이는 것과 유사하다. 

풀링 작업은 풀링의 범위(window)와 간격(stride)의 값을 같게 설정하여 

진행된다. 풀링에는 대표적으로 최대 풀링(max pooling)과 평균 풀링

(average pooling)방법이 있다. 최대 풀링은 해당 범위에서 최대값을 평균 

풀링은 평균값을 취하는 연산이며, [그림 2-5]는 2×2 범위, 2의 간격으

로 최대 풀링과 평균 풀링을 적용한 예시를 보여준다. 보통 해당 영역의 

특징을 가장 크게 추출 할지 아니면 평균화된 특징을 추출할지에 따라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 풀링은 범위 내의 대푯값을 취하는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학습해야할 파라미터가 없으며 채널마다 독립적인 연산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력행렬의 2차원 크기만 줄어들고 채널의 수는 

유지된다. (Boureau et al., 2010)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풀링을 

[그림 2-5] 2×2 범위(window), 2의 간격(stride)에서의 최대 풀링과 

평균 풀링 (Lia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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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풀링 연산을 통해 합성곱 신경망 네트워크가 가지는 이점은 첫 번째로 

신경망이 대푯값을 통해 강조된 특징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풀링 

연산을 통해 신경망은 이미지 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즉 이미지를 정

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특징을 학습한다(Scherer et al., 2010). 두 

번째 이점은 네트워크의 통계적 효율성을 제고하여 모형을 단순화시킨다

는 것이다. 풀링 작업은 신경망이 처리해야하는 이미지 행렬의 크기를 

줄여 학습 파라미터의 수를 감소시키며, 이는 학습시간을 단축시키고 모

형의 단순화를 통한 규제(regularization)9) 효과를 가져온다(Zeiler and 

Fergus, 2013). 즉, 풀링작업은 신경망에 별도의 규제 기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자체적인 규제효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풀링을 통해 이미지 

내의 공간적인 변화를 극복할 수 있다. 풀링을 통해 합성곱 신경망은 입

력의 변환에 대한 불변성(invariance)의 속성을 가지며 불변성을 속성은 

신경망의 입력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바뀜에 따라 출력값이 변화하

는 문제를 경감시킨다(Goodfellow et al., 2013). 풀링 연산은 정확한 위치

가 아닌 대푯값을 출력하기 때문에 이미지 내부영역의 위치가 바뀌더라

도 출력값이 같으며, 이는 은닉 층 내부에서 입력값의 변화를 흡수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이미지 상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는 영역의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불변성 속성을 통해 이미지의 내의 공간적인 변화를 극복

할 수 있다.

3) 완전연결 층(fully connected layer)

9) 규제는 모형의 연산이나 구조를 단순화해 모형이 학습데이터에 과적

합(overfitting)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모형을 실제 데이터에 일반

화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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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연결 층은 합성곱 신경망의 마지막 합성곱, 풀링 층 뒤에 배치하

는 층으로, 완전연결 층 안의 모든 노드는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합

성곱 신경망은 합성곱과 풀링 연산을 통하여 집약된 이미지 정보를 기반

으로 분류 연산을 수행하는데, 이 집약된 이미지정보가 완전연결 층의 

입력값이 되며 구조는 일반적인 심층신경망과 같다(LeCun, et al., 1998).

  완전연결 층의 입력 층은 마지막 풀링 레이어를 통하여 산출된 행렬들

을 하나의 벡터로 변환하여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심층 신경망이 이미지

의 공간적인 형상을 무시하고 다차원 데이터를 평탄하게 만드나,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과 풀링의 반복을 통해 정보를 집약시킨 구조를 거치기 

때문에 합성곱과 풀링 레이어 이후에 완전연결 층을 구성해도 신경망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즉, 벡터를 구성하는 값들은 다차원 이

미지 분석을 통해 학습된 특징값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연결 층의 

단순한 구조는 특징들을 종합하여 레이블링(labeling)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Basha et al., 2020)는 다양한 상황에서 완전연결 층의 구조가 

합성곱 신경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은닉 층의 구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완전연결 층은 합성곱 신경망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

은 합성곱 층, 풀링 층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노드의 수와 은닉 층의 

깊이를 정할 수 있다.

3. 완전합성곱 신경망(Full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완전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탐지 및 분

할 방법으로 이미지에서 탐지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경계(edge)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Long et al.,(2015)은 완전합성곱 신경망 모형

을 제시하여 이미지의 탐지(detection)와 의미적 분할(semantic 

segmentation)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였다. 기존의 이미지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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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경우 일정 크기의 영역을 상정해 이동하면서 적용하는 이동창

(moving window)방식을 많이 사용했다. 이동창 방식은 큰 영역의 탐지가 

좁은 영역에 적용되어 부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으며 완전

합성곱 신경망은 기존 탐지 방법의 대안이 되었다.

  완전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 신경망이 각 분류 항목을 예측하는 것과 

달리 각 분류 항목이 아닌 이미지의 픽셀 자체를 예측하는 구조이다

(Long et al., 2015). [그림 2-6]은 완전합성곱 신경망의 탐지작업을 도해

해 보여준 예시이다. 완전합성곱 신경망의 기본 구조는 합성곱 신경망의 

완전연결 층을 [그림 2-6]과 같이 픽셀 별(pixel wise) 예측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완전합성곱 신경망의 픽셀 별 예측은 1×1 영역의 합성곱 연산

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특징들을 업샘플링(Upsampling)하여 원래 이미

지와 같은 크기의 이미지로 복원해 탐지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Noh et 

al., 2015). 이러한 업샘플링 과정은 역합성곱(upconvolution)10) 연산을 통

해 이루어진다.

  완전 합성곱 신경망의 동시적인 탐지작업과 경계정보 추출은 토지피복

의 변화를 탐지하고 변화 영역을 추출하는 토지피복 변화탐지(change 

detection)에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토지피복 분류에 있어 합성곱 

10) 역합성곱은 합성곱과 반대되는 연산으로 행렬의 크기를 합성곱 이전

의 크기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2-6] 완전합성곱 신경망 구조 도식화 (Lo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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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의 이론적 강점은 토지피복 변화탐지에 있어 완전합성곱 신경망의 

적용에서도 동일하다. 또한 기존의 이동창을 이용한 탐지 기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탐지 결과를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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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토지피복 분류

 

  이 장에서는 이미지 분석을 위해 개발된 합성곱 신경망을 토지피복 분

류에 적용해 그 유효성을 평가한다. 기계학습 모형은 데이터에 내재한 

정보를 학습하기 때문에 투입 데이터가 성능에 큰 영향을 준다. 이에 토

지피복 분류를 위한 합성곱 신경망 모형을 설계하기에 앞서 모형에 투입

할 데이터와 데이터에 적용할 기법에 대한 기술을 선행한다. 그리고 합

성곱 신경망 모형을 토지피복 분류에 적용하기 위해 모형을 수정하여 설

계한다. 토지피복 분류 모형의 평가는 총 세 가지 실험에 대한 성능 평

가로 이루어지며, 각 실험을 통해 투입 데이터가 모형의 성능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은 선행연구에서 구축한 토지피

복 데이터, 본 연구에서 구축한 토지피복 데이터, 사전 학습 파라미터 

데이터를 이용하여 세 차례의 실험 결과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모형에 투입할 데이터의 분류체계와 구축방식을 

점검하고 토지피복 이미지에 적용할 이미지 증식 방법 그리고 사용할 사

전학습 파라미터의 성질을 검토한다. 2절에서는 토지피복 분류를 위한 

합성곱 신경망 모형을 설계한다. 토지피복 분류를 위해 적절한 모형을 

선택하고 해당 모형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3절에서는 각 실험에 대한 결

과를 평가하고 비교하여 투입 데이터에 따른 합성곱 신경망 모형을 평가

하고 함의를 도출한다. 

제 1 절 합성곱 신경망 모형의 투입 데이터

  

1.  EuroSAT 토지피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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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피복 분류에 합성곱 신경망을 접목시키는 연구는 국내 연구에서

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해외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Basu et al.,, 2015; 

Hu et al.,2015; Helber et al.,, 2017; Scott et al., 2017; Mahdianpari et 

al., 2018). 딥러닝 모형은 학습을 위해서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토지피복 학습 데이터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공하기도 하며 이

를 모형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 토지피복 학습데이터를 구축하여 배포

하고 있는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Basu et al.(2015)와 Helber et al.(2017)

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토지피복 분류체계(classification scheme)는 각 

나라 또는 기관 마다 상이하기에 해외 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토지 

피복 학습 데이터를 한국의 토지피복 분류 모형에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위성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토지피복 분류를 하기 위

해서는 모든 분류 항목이 주의 깊게 선택되고 정의되어야한다. 토지피복 

분류를 위해 사용하는 학습데이터는 어떠한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구축되

었는지 그리고 분류 항목이 상호 배타적, 포괄적, 계층적의 조건을 만족

하는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Congalton and Green, 2019).

  본 연구에서는 구득 가능한 학습 데이터 중 Helber et al.(2017)의 연구

에서 배포하고 있는 EuroSAT 데이터를 한국 토지피복 분류실험에 사용

한다. 선행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 중 EuroSAT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

는 분류체계의 구성이 한국 토지피복 분류체계의 구성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11). 또한 데이터의 양이 많고(27,000개), 기본 영상으로 비교적 

고해상도인 Sentinel-212) 위성영상을 사용하여 구축된 데이터이다. 

11) EuroSAT 데이터는 총 30개 국가의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토지피복 데이터로 분류 항목으로는 Annual Crop, Forest, Herbaceous 

Vegetation, Highway, Industrial, Pasture, Permanent Crop, Residential, 

River, SeaLake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Sentinel-2 위성은 Sentinel-2A와 Sentinel-2B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각 2015년 6월, 2017년 3월에 발사되었다. 두 위성은 동시에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하며 컬러 공간해상도 10m, 시간해상도 5일의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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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SAT 데이터는 모형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며 이를 위해 데

이터를 한국 대분류 토지피복도 분류체계에 맞추어 재항목화 하여 사용

한다[그림 3-1]13).   

 

2.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한국 토지피복 데이터

  이 연구에서는 모형에 투입할 데이터로 한국을 대상으로 직접 토지피

복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여 투입데이터에 따른 성능비교를 한

다. 구축한 토지피복 데이터는 한국의 토피지복 데이터이며, Sentinel-2 

위성영상을 기본영상으로 사용해 만들어졌다. Sentinel-2 위성영상의 공

간해상도는 컬러 10m로 환경부에서 토지피복 분류의 기본영상으로 사용

하는 LandSat 위성영상에 비해 고해상도의 영상이며 보다 높은 시간해상

제공하고 있다.
13) 구체적으로 Annual crop·permanent crop은 농업지역, 

river·sea·lake는 수역, industrial·residential·highway는 시가화·건조

지역, pasture·herbaceous vegetation은 초지, forest는 산림지역으로 데

이터를 재항목화 했다. EuroSAT 데이터에는 습지와 나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는 분류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시가화·건조지

역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수역

[그림 3-1] 환경부 토지피복 분류체계를 토대로 재항목화 한 EuroSAT 토

지피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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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일)를 가지고 있다. 토지피복은 변동성이 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해상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은 위성영상을 사용해야 하며, 

Sentinel-2 위성영상은 이러한 측면에서 기본영상으로 적합하다. 

Sentinel-2 위성영상의 높은 시간해상도는 자료의 반복적 수집을 통해 많

은 양의 영상 데이터를 축적하며, 이는 빅데이터를 요구하는 기계학습의 

요건과도 부합한다.

  데이터 구축에 사용한 영상은 노이즈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상공에 

0%의 운량을 지니고 낮은 상대습도를 가지는 영상을 활용했다. 모형의 

학습이 실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합성곱 신경망이 

한국 토지피복이 가지는 다양한 특징을 학습해야한다. 이에 토지피복 데

이터를 다중 시기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표집했다. 표집에는 전국을 대

상으로 2018년의 위성영상이 사용되었으며 6월 2일, 6월 7일, 6월 22일, 

7월 7일, 7월 22일, 7월 30일, 8월 1일, 9월 25일, 9월 30일, 10월 25일, 

11월 1일 영상을 사용했다. 토지피복 이미지를 수차례 육안으로 확인하

고 육안으로 구분이 힘든 피복에 대하여는 해당위치의 아리랑 위성영상

을 보조로 활용해 총 1,500개의 데이터를 만들었다.

  모형의 성능 검증은 데이터 중 일부를 테스트 데이터로 유보시키는 방

법을 사용한다. 학습과 모형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학습 세트(training set)와 테스트 세트(test set)로 나누었다. 분류 성능 

검증에는 모형이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성능을 발휘하는지 평가해야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학습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임의 분할(random split) 하

는 작업을 수행했다. 학습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분할 비율은 8:2 비율

로 설정했다. 테스트 세트의 데이터는 모형이 이를 학습하지 않도록 따

로 분리하여 성능 평가에만 사용했다. [표 3-1]은 Sentinel-2 위성영상을 

토대로 구축한 토지피복 데이터의 분류항목의 구성요소와 이미지의 예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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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증식(Data Augmentation)

  현실에서의 객체는 상당한 변동성을 가져 이미지를 인식하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매우 큰 학습 세트를 사용해야한다(Krizhevsky et al., 2012). 

Seltinel-2 위성은 하루 약 1.6TB로 많은 양의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장점

분류항목 분류항목 구성요소 이미지 예시

시가화·

건조지역

• 주거지역  • 공업지역

• 상업지역  • 문화·체육·휴양지역

• 교통지역  • 공공시설지역

농업지역

• 논        • 밭
• 과수원    • 시설재배지

• 기타재배지

산림지역
• 활엽수림  • 침엽수림

• 혼효림

초지
• 자연초지  

• 인공초지

습지
• 내륙습지(수변식생)

• 연안습지

나지
• 자연나지  

• 인공나지

수역
• 내륙수
• 해양수

[표 3-1] 환경부 대분류 토지피복 분류체계를 토대로 구축한 토지피복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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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지만,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감독 학습을 위해서는 많은 양의 레

이블링(labeling)된 이미지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이미지에 일

일이 레이블링을 하여 학습데이터를 생성하는 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노

력이 요구된다. 신경망 모형이 현실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학습데이터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학습데이터의 양이 충족되지 못

하면 모형이 실제 데이터를 설명할 수 없으며, 모형이 학습데이터에 과

적합(overfitting)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분류 실험에 사용하는 학습데이터

에는 데이터의 양적인 한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 또는 완화하

기 위해 데이터 증식(data augmentation) 기법을 적용했다.

  데이터 증식 기법은 동일한 이미지에 다양한 변환을 적용해 이미지의 

양을 증대시켜 학습 데이터의 양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토지피복 

이미지에 영상 변환으로 회전, 너비변환, 높이변환, 전단, 확대, 축소, 상

하대칭, 좌우대칭을 적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증식시켰다. 구체적으로 회

전 각도는 40°로, 너비변환·높이변환은 영상 크기의 0.2 비율로 수평 

또는 수직으로 평행 이동시켰다. 그리고 전단의 범위는 영상의 0.2 비율

로 설정하여 영상의 가장자리를 무작위로 전단시켰으며 확대·축소의 비

율은 0.2로 설정하였다. 이 작업들을 중복 적용하여 학습데이터의 양을 

10배로 증식시켰다. 모형은 데이터 증식 작업을 통해 동일한 이미지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각각 다른 이미지로 인식해 학습한다. [그림 3-2]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데이터 증식 작업의 예시이다. 데이터 증식 기법은 

파이썬(Python)의 ImageDataGenerator 모듈을 사용해 적용했다.

[그림 3-2] 시가화·건조지역의 데이터 증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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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ageNet 사전 학습 파라미터(Pre-trained parameter)

  합성곱 신경망 모형은 일반적으로 약 1,000~2,000만개의 파라미터를 

구성하며 파라미터들은 학습을 통해 조정된다. 신경망 모형의 파라미터 

초기화 작업에서 파라미터를 무작위 초기화(random initialization)해 모형

을 학습시키는 것은 학습 데이터 셋이 매우 크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학습데이터에 과적합 된다. 또한 이미지 데이터의 학습에는 많은 컴퓨터 

자원이 소요되어, 결과 산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 학습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사전학습 파라미터는 다른 모형에서 미리 학습된 파라미터 데이터이며 

이를 활용하여 학습을 시작하는 방법을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이라 

한다. Tajbakhsh et al.(2016)은 합성곱 신경망을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것

은 적절한 파라미터의 수렴(convergence)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

의 레이블링된 이미지 데이터와 하이퍼파라미터(hyper-parameter) 관련 

기술이 필요하므로 사전 학습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필

요함을 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분류에 있어서도 사전학습 파라미터가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 속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본다. 이를 실험하기 위해 ImageNet 파라미터 데이터를 모형에 

투입하여 토지피복 분류에 있어 효용성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즉 

ImageNet 사전학습 파라미터를 파라미터 초기화 작업에 사용하는 전이

학습이 토지피복 분류에 효용성이 있는지를 실험한다.

  ImageNet은 Deng et al.(2009)의 연구에서 구축한 사전학습 파라미터로 

1,500만개 이상의 이미지로 학습되었다.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는 2만개 

이상의 이미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3-3]은 ImageNet 사전학습 

파라미터가 학습에 사용한 이미지 데이터의 예시를 보여준다. ImageNet 

파라미터는 토지피복과는 무관한 사진 이미지를 대상으로 학습된 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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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이기 때문에 재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토지피복 분류에 직접 사용하

면 분류작업이 수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ImageNet 파라미터의 투입은 토

지피복 분류를 위한 주요 파라미터로의 사용이 아니며, 다양하고 많은 

이미지로 학습된 파라미터가 토지피복 분류를 위한 파라미터 조정의 시

작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제 2 절 합성곱 신경망 모형 설계

  모형은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을 통해 설계되었다. 합성곱 신경망

의 설계는 Google사에서 개발한 keras 라이브러리를 기본으로 하여, 

tensorflow 라이브러리를 통해 모형의 구조를 수정하였다. 다차원 행렬의 

연산처리에는 numpy 라이브러리를 병용했다. 합성곱 신경망 모형의 학

습을 가속하기 위하여 GPU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모형의 학습을 진행

하였다. 모형의 학습에는 Nvidia GTX 1050을 사용했다.

[그림 3-3] ImageNet이 학습으로 사용한 이미지 데이터의 예시

(Deng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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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형 선택: VGG Net 

  이 연구에서 설계한 토지피복 분류 모형은 Simonyan and 

Zisserman(2014)의 연구에서 개발된 VGG Net을 토대로 설계된다. VGG 

Net은 2014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University of Oxford) 소속의 Visual 

Geometry Group에서 개발한 합성곱 신경망 모형이다. 이 모형은 2014년  

ILSVRC14)에서 92.7%의 분류정확도를 보여주어 이미지 분석 분야의 발전

에 이바지하였다. 

  VGG Net은 Red, Green, Blue로 채널을 구성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입

력으로 받아 3×3 픽셀 크기의 매우 작은 필터를 사용해 1의 간격으로 

합성곱 연산을 한다. 풀링 작업은 총 5번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대 풀

링을 사용한다. VGG Net은 다른 합성곱 신경망 모형에 비해 깊은 신경

망 층을 구성하고 작은 필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진다

(Simonyan and Zisserman, 2015). [그림 3-4]는 VGG Net의 합성곱 층, 풀

링 층, 완전연결 층의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3-4]를 살펴보면 VGG Net

의 모형은 A열에서 E열로 갈수록 모형에 더 많은 층이 추가되며, 합성

곱 층의 파라미터는 conv(필터 크기)-(채널 수)로 표시된다.

  Simonyan and Zisserman(2015)은 VGG Net 모형이 학습, 분류 대상으

로 했던 이미지와 상이한 이미지 데이터 셋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 

역설한다. 이에 VGG Net 모형이 분류 목표로 했던 이미지와는 성격이 

다른 토지피복 이미지를 대상으로도 좋은 성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리고 VGG Net은 비교적 작은 합성곱 필터를 사용하는데, 이는 합성곱 

신경망에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이미지에 비해 작은 이미지인 토지피복 

데이터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다. 이러한 이유로 토지피복 분류를 위한 합

14)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는 인공지능 기

반의 이미지 인식(image recognition) 경진대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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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곱 신경망 모형은 VGG Net을 토대로 연산방법 및 알고리즘을 수정하

여 설계한다.

2. 모형 설계

  VGG Net을 토지피복 분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형의 네트

워크 구조와 연산을 수정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모형은 합성곱 층과 풀링 층의 반복 구조와 특징 추출 스케일을 VGG 

Net과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토지피복 분류목적에 맞추어 세부설정을 수

[그림 3-4] VGG Net의 네트워크 구조 (Simonyan and Zisserm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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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한다. 설계 과정에는 활성화함수 선택, 손실함수 선택, 옵티마이저 선

택 그리고 완전연결 층의 수정, 하이퍼파라미터 조정 등을 포함한다.

  모형의 순전파 과정에서 합성곱의 결과값에는 ReLU(rectified linear 

unit) 활성화 함수 적용했다. 이는 토지피복 이미지에서 필터를 통해 관

찰된 특징값을 결과 출력을 위해 활성화할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ReLU 

함수는 특징값의 활성화 여부가 뚜렷하여 추출하기 어려운 특징을 강조

해 학습을 용이하게 한다(Nair & Hinton, 2010). ReLU 함수의 사용은 뚜

렷한 고유의 특징을 찾아내기 어렵거나 비슷한 분광특성을 가지는 토지

피복 항목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데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

림 3-5]는 ReLU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며, 특징값이 활성화 될 

때는 그 값을 바로 취하고 활성화하지 않을 때는 0의 값을 곱하여 특징

값을 비활성화 한다. ReLU 함수의 배치로 자료에 내재한 비선형 관계의 

학습이 가능해지며 학습은 순전파 알고리즘에서 활성화/비활성화된 값들

이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 조정되는 과정이다.

  역전파 과정에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값

과 실제값의 차이인 손실값의 계산이 선행되어야한다. 손실값의 측정으

로는 categorical cross entropy 손실 함수를 사용했다. Categorical cross 

entropy는 다중 항목에 대한 예측된 확률값을 기준으로 손실값을 계산하

는 방법으로 배타적 특징을 가지는 다중 항목으로 구성된 토지피복에 적

[그림 3-5] ReLU 활성화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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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에 알맞다. 이는 다중 항목 분류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함

수이며, 이 값을 기준으로 확률적 경사 하강을 구현하여 파라미터를 업

데이트한다. Categorical cross entropy 손실 함수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Categorical Cross entropy   



  




  




log

      [수식 3-1]

  위 식에서 n은 관측치의 수, K는 토지피복 항목의 수를 나타내며, 


는 i번째 관측의 목표 항목이 k라면 1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이다. 




는 k번째 토지피복 항목에 속하는 i번째 관측에 대한 모형에 의해 예

측된 확률이다.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한 파라미터 조정은 확률적 경사하강법의 구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는 RMSProp 옵티마이저를 통해 작동하도록 설계

하였다. Simonyan and Zisserman(2015)은 VGG Net의 기본 옵티마이저로 

Momentum 옵티마이저를 사용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한다. Momentum 

옵티마이저는 기울기 방향에 관성을 주어서 최적값에 도달하도록 하는 

원리이다. 하지만 Momentum 옵티마이저는 파라미터 값이 최적값에 도

달해도 관성이 남아있어 학습의 반복과정에서 파라미터가 최적값에 멀어

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빠른 학습 속도

를 유지하기 위해 RMSProp 옵티마이저가 개발되었다. RMSProp의 파라

미터 업데이트 방식은 기울기의 관성 문제에서 자유로우며 기울기 값에 

관성을 주지 않음에도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 RMSProp 알고리즘은 빠른 

학습과 최적점 수렴을 위해 가장 최근 반복에서 계산된 기울기(gradient)

를 누적하는 구조를 가지며, 이를 위해 알고리즘 첫 번째 단계에서 지수 

감소를 사용한다(Ruder, 2016). 옵티마이저의 하이퍼파라미터인 학습률

(learning rate)은 GPU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을 가속하기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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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작은 값인 0.00002로 설정하여 모형이 세밀한 조정과정을 거치게 하

였다. 감쇠율은 기본 설정값인 0.9 값으로 설정하였다. RMSProp의 수식

은 다음과 같다.

        ∇ 


  


∇  [수식 3-2]

  위 식의 첫 번째 식은 기울기의 누적 과정이다. ∇ 는 에 대한 

손실 함수의 편미분 값이며, 는 감쇠율(decay rate), 는 학습률(leaning 

rate)이다.

  [표 3-2]는 본 연구에서 토지피복 분류 작업에 맞추어 수정한 VGG 

Net의 은닉 층 구성과 출력 형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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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filter size number of filters stride output size

Convolution 11
Convolution 12

Pooling 1

3 × 3
3 × 3
3 × 3

64
64 
-

1
1
2

64x64
64x64
32x32

Convolution 21
Convolution 22

Pooling 2

3 × 3
3 × 3
2 × 2

128
128
-

1
1
2

32x32
32x32
16x16

Convolution 31
Convolution 32
Convolution 33

Pooling 3

3 × 3
3 × 3
3 × 3
2 × 2

256
256
256
-

1
1
1
2

16x16
16x16
16x16
8x8

Convolution 41
Convolution 42
Convolution 43

Pooling 4

3 × 3
3 × 3
3 × 3
2 × 2

512
512
512
-

1
1
1
2

8x8
8x8
8x8
4x4

Convolution 51
Convolution 52
Convolution 53

Pooling 5

3 × 3
3 × 3
3 × 3
2 × 2

512
512
512
-

1
1
1
2

4x4
4x4
4x4
2x2

[표 3-2] 토지피복 분류를 위해 수정된 VGG Net 모형의 은닉 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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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연결 층의 은닉 층은 입력과 출력 노드의 개수를 고려하여 설계

해야한다. 마지막 풀링 층의 출력을 벡터 구조로 펼쳤을 때 입력에는 총 

2,048개의 노드가 있다. 그리고 각 분류항목의 확률값을 출력하는 마지

막 층에는 7개의 노드가 있다. 입력층과 출력층의 노드 수를 고려하여 

두 개의 은닉 층을 배치하고 은닉 층에서 노드의 수는 256개로 설정했

다. 모형의 마지막 층에는 softmax함수를 배치해 각 토지피복 분류 항목

에 대한 확률 값 비교를 통해 분류가 수행된다. Softmax 함수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p

exp
     [수식 3-3] 

 

 위 식에서 는 분류 항목의 개수이며,  는 입력 에 대한 각 항목

의 점수를 포함하는 벡터이다. 즉 식의 출력 값인 는 차원의 벡터에

서 번째의 분류항목이 정답일 확률이다. 본 연구에서 분류하고자 하는 

항목은 총 7개의 토지피복 항목이므로(즉, 가 7) 일곱 개의 분류항목에 

대하여 0 과 1 사이의 확률값이 출력되며 총 합은 1이다.

  완전연결 층의 은닉 층에는 dropout 규제 방법을 적용했다. Dropout은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학습과정에서 신경망 노드를 일시적으로 무작위

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며, dropout의 비율은 검증 세트(validation set)를 

구성하여 선택하거나 간단히 0.5로 설정할 수 있다(Srivastava et al., 

2014). 본 연구에서 만든 토지피복분류 모형은 검증 세트(validation set)

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Dropout 비율은 설정값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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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를 통해 정했다. Dropout의 비율을 0, 0.1, 0.2, 0.3, 0.4, 0.5로 바꿔

가며 모형의 성능변화를 관찰하고 가장 높은 정확도를 산출하는 dropout 

비율을 찾도록 설정했다. [그림 3-6]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완전연결 층

의 구성을 보여준다. 은닉 층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노드는 dropout 규제

를 통해 일시적으로 삭제된 노드를 의미한다. [표 3-3]은 모형의 은닉 층

에서 출력된 행렬 형태와 학습하는 파라미터의 수를 요약하여 보여준다.

2,048개 255개 255개

[그림 3-6] 본 연구에서 설계한 완전연결 층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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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토지피복 분류 결과 및 해석

  토지피복 분류 결과는 투입 데이터에 따른 총 세 가지 분류 실험의 결

과이다. 모형의 성능은 투입 데이터에 따라 판이했다. 실험을 통해 토지

피복 분류에 있어 학습데이터의 중요성과 사전학습 파라미터의 효용성을 

확인했다. 투입 데이터에 따른 모형의 성능은 모형 적합(fitting), 학습 속

도, 정확도(accuracy)를 통해 보였다. 모형의 적합은 학습곡선의 관찰과 

학습 정확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학습곡선은 순전파, 역전파 알고리즘의 

반복과정에서 정확도와 손실값의 증감을 시각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학습

의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 학습 속도는 모형이 학습을 완료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다. 정확도 지표는 테스트 세트에서의 성능으로 분류 정

확도와 함께 정규화된 혼동행렬(confusion matrix)을 제시했다. 혼동행렬

을 통해 각 분류항목 별 정확도 그리고 오분류의 정도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출력 형태(Output 

Shape)
파라미터 개수

VGG Net

완전연결 레이어1

완전연결 레이어2

Dropout 규제

완전연결 레이어3

Dropout 규제

Softmax 레이어

2 × 2 × 512

2,048

256

256

256

7

14,714,688 개 

0

524,544 개

0

65,792 개

0

1799 개
총 15,306,823 개

[표 3-3] 모형의 학습 파라미터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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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roSAT 학습데이터 적용 결과

 

  EuroSAT 데이터에는 습지와 나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

고 분류성능을 평가했다. EuroSAT 데이터를 모형 학습에 사용한 결과 

학습세트에서의 정확도가 93%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며, 학습 횟수

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습을 반복했을 때 정확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손

실값은 증가했다[그림 3-7]. 이는 학습 과정에서 기울기 소실(gradient 

vanishing) 또는 기울기 폭주(gradient exploding)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기울기 소실과 기울기 폭주는 은닉 층의 연산에서 기울기가 

점차 소실되거나 비정상적이게 커지는 문제이다(Hanin, 2018). 

  모형에서 기울기 소실 또는 폭주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학습을 중단

하고 최적의 학습 횟수를 도출하고자, 학습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확도와 손실값을 관찰하여 최적의 학습 횟수를 경험적으로 도출해 냈

다. 총 50번의 파라미터 조정과정을 500번의 반복했을 때 모형의 학습을 

종료했다15). 학습을 완료한 결과 학습곡선이 [그림 3-8]과 같이 제시되었

15) 모형의 학습 하이퍼파라미터인 steps_per_epoch와 epoch를 각각 50, 

500으로 설정한 결과이다.

[그림 3-7] EuroSAT 데이터의 학습 관찰 시각화       

  (50×5000번의 반복 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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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형이 EuroSAT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에는 82.39분이 소요되었으며, 

학습 세트에서 92.92%의 정확도를 보였다16). EuroSAT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 모형이 학습 세트에서 적절한 적합을 이루지 못하였고, 정확도와 

손실값의 변동성(fluctuation)이 크게 나타났다[그림 3-8]. 이는 EuroSAT 

데이터를 환경부의 토지피복 분류체계에 맞추어 재항목화 하였기에 발생

한 문제라 추측해 볼 수 있다. EuroSAT 데이터를 환경부 토지피복 분류

체계에 맞추어 재항목화 했을 때 분류항목의 배타적, 포괄적 특성을 만

족하지 못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학습을 끝마치고 테스트 세트에서 분류성능을 확인한 결과 65.21%의 

정확도를 보였다. 학습 세트와 테스트 세트에서의 정확도 차이는 27.71%

로 모형이 학습 세트에 크게 과적합된 결과를 보였다. [그림 3-9]를 통해 

분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혼동행렬을 살펴보면 산림지역

과 시가화·건조지역의 경우 각각 93%, 98%의 정확도로 비교적 정확하

게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농업지역, 초지, 수역의 경우 각각 

22%, 37%, 43%로 분류를 잘 해내지 못했다. 42%의 농업지역을 초지로, 

16) 학습속도는 학습에 사용한 GPU의 연산속도를 기반으로 한다.

[그림 3-8] EuroSAT 데이터의 학습곡선

(50×500번의 반복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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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 농업지역을 시가화·건조지역으로 14%의 농업지역을 산림지역으

로 오분류했다. 이는 국가나 지역마다 생산하는 농작물의 특성이 다르고 

농경지의 형태 또한 차이가 있어 분류정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지역과 초지 같은 경우 두 분류 항목의 분광 특성이 비슷하여 이 두 

가지 항목을 분류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임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정

확도를 나타내었다. 산림지역의 경우 93%로 높은 분류 정확도를 보여주

는 반면 63%의 초지를 산림지역으로 오분류했다. 한국의 초지는 단독으

로 있는 경우보다 목본류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초지를 산림지역으로 

오분류 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역의 경우 43%의 수역만을 정확하게 분

류하였으며, 30%의 수역을 산림지역으로 27%의 수역을 초지로 오분류하

였다. 이는 촬영시기나 대기환경에 따른 분광패턴의 차이, 구축된 데이

터의 스케일 차이 등으로 인한 패턴 인식 오류로 추측된다.

  실험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EuroSAT을 이용한 토지피복 분류 

결과는 해외지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토지피복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

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해외지역을 

[그림 3-9] EuroSAT 데이터를 투입한 모형의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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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구축된 토지피복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두 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다른 지역의 토지피복의 분류체계를 대한민

국 환경부 기준에 맞추었을 때 분류항목 간의 상호 배타적, 포괄적 계층

적 특성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이는 학습과정에서 적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역에 따라 토지피

복의 특성은 이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항목에 속하는 데이터라 할

지라도 이를 학습에 사용하면 분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학습 세트

와 테스트 세트에서 보인 정확도 차이는 각 지역의 토지피복이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학습데이터 적용 결과

  앞선 실험의 결과는 토지피복 분류를 위해 해당 지역의 학습데이터의 

투입이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에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학습데이터

를 투입하여 분류 실험을 한 결과, 학습 세트에서 98.88%의 정확도를 보

였다. 학습에는 총 32.81분이 소요되어 학습속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그

림 3-10]을 살펴보면 학습곡선 또한 비교적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학습곡선을 살펴보면 학습 초기에 정확도가 더디게 증가하는 구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모형의 파라미터가 local minima17) 근처에 잠시 머문 

것으로 보인다. 모형이 local minima에서 탈출하고 학습이 다시 가속을 

얻는 것으로 보아 RMSProp 옵티마이저의 기울기 누적 방식이 학습에 일

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 신경망에서 기울기 하강을 시도할 때 손실값이 최소가 되는 최적의 

해(solution)가 아닌 국소적으로 낮은 값을 가지는 영역을 의미한다. 옵티

마이저가 이를 탈출하지 못하면 신경망은 이를 최적의 해로 인식하여 적

절한 조정을 거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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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결과를 테스트해본 결과 모형은 98.28%의 정확도를 보였다. 학습 

세트와 테스트 세트에서의 정확도 차이는 0.6%로 모형이 학습 세트에 

크게 과적합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을 살펴보면 모형은 

EuroSAT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와는 다르게 나지, 시가화·건조지역, 수

역에서 100%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다른 분류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였는데 농업지역 94%, 산림지역 97%, 초지 97%, 습지 97%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농업지역 항목의 경우, 초지와 시가화·건조지역으로 각각 

4%, 2%의 오류를 나타내었고, 3%의 산림지역을 농업지역으로, 3%의 초

지를 농업지역으로, 3%의 습지를 수역으로 오분류했다. 농업지역 항목의 

경우 유일하게 초지와 시가화·건조지역 2개의 항목으로 오류가 나타났

는데, 이는 시기에 따른 농작물의 생육상태나 농로와 도로 구분 오류 그

리고 농업 관련 구조물과 시가화 지역 구조물의 구분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지역과 초지는 모두 농업지역으로 오류가 나타났

는데 이는 유사한 분광특성을 갖는 항목인 만큼 추가적인 학습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습지는 수역으로 오류가 나타났는데 습지와 수역

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습지로 볼 것인가 수변지역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3-10]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의 학습곡선

(50×500번의 반복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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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구축한 한국 토지피복 데이터로 학습한 모형은 EuroSAT 

데이터로 학습한 모형과 비교해 학습 세트와 테스트 세트 모두에서 큰 

정확도 향상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각 항목에 따른 오류 범위도 좁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토지피복 분

류에 있어, 강력한 모형의 사용 그리고 정교한 설계와 더불어 학습데이

터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3. ImageNet 파라미터 적용 결과

  ImageNet 파라미터를 모형의 파라미터 초기화 작업에 사용하여 분류 

실험을 한 결과, 토지피복 분류 성능이 개선되었다. ImageNet 파라미터

를 토지피복 데이터를 통해 재학습시키는 과정에는 8.23분이 소요되어, 

[그림 3-11]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투입한 모형의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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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실험 보다 학습 속도가 월등히 빨랐다. 학습곡선 또한 이전의 실

험에서 보다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12]. 하지만 학습곡선에서 

정확도와 손실값이 급격하게 감소, 증가하는 구간이 관찰되어 학습률의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학습의 속도가 너무 빨라 발생한 현상으로 

모형의 학습률을 더 작은 값으로 설정해 개선할 필요성이 보인다. 학습 

세트에서는 99.71%의 분류 정확도를 보여 가장 큰 적합의 수치를 보인

다. 

  ImageNet 파라미터를 재학습 시켜 테스트 세트에 적용한 결과 99.66%

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학습 세트와 테스트 세트의 정확도 차이는 

0.05%로 학습 세트에 과적합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농업

지역, 나지, 초지, 시가화·건조지역, 수역, 습지의 항목에서는 100%의 

정확도를 보였다. 산림지역의 항목에서만 98%의 정확도를 얻었으며 2%

의 산림지역을 초지로 오분류했다[그림 3-13]. 산림지역 항목의 오분류는 

앞에서 발생한 문제와 동일하게 산림지역과 초지의 분광적 유사함이 원

인이라 여겨진다. 이에 산림지역과 초지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학습데이

터가 확보되어야할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그림 3-12] ImageNet 파라미터의 재학습을 통한 학습곡선

(50×50번의 반복학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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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결과를 통해 ImageNet 파라미터가 토지피복 분류 모형의 학습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정확도를 높인다는 것을 보였다. 이는 토지피복 

분류 모형에 ImageNet 파라미터가 두 가지 측면에서 효용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 번째는 적은 컴퓨터 자원을 소비해 분석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토지피복의 학습데이터를 통해서는 학습

하지 못했던 특징을 추출하여 모형의 성능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Goodfellow et al.(2016)는 분석 대상과 무관한 감독 학습에서 얻은 파라

미터가 때로는 무작위 초기화보다 빠르고 정확한 성능을 보인다고 설명

한다. ImageNet 데이터의 사용은 적은 컴퓨터 자원을 소비하여 분석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토지피복 학습데이터의 양적인 한계를 해결하는 방

안이 될 수 있다.

[그림 3-13] ImageNet 파라미터 사용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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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완전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토지피복 변화탐지

  토지를 구성하는 물리적 지형지물은 역동적이고 급격하게 변화하며 이

러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효율적인 국토의 관리

와 계획을 위해 필수적이다(Board, 2003).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변화

탐지(change detection)는 도시 행정, 군사, 지속가능한 성장, 생물 보호 

등의 목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변화탐지

를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었다. 하지만 토지피복의 변화탐지 작업은 기존

의 토지피복 분류 기법을 기반으로 하거나 동일한 통계적 이론을 적용하

기에 효과적인 탐지 결과를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토지피복 변화

탐지의 정확성은 그 기반이 되는 토지피복 분류 모형의 성능을 따라가며 

이는 곧 탐지 효율성과 정확성으로 이어진다.

  앞서 문헌연구에서 기술한 토지피복 분류에 있어 합성곱 신경망의 이

론적 강점은 토지피복 변화탐지에 있어 완전합성곱 신경망의 적용에서도 

동일하다. 변화탐지 모형은 매개변수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처리하

지 못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Lunetta and Elvidge, 2000). 

완전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변화탐지 방법은 비모수 방법으로 다양한 인

과 관계의 비선형 학습을 통한 탐지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토지피복 

분류작업에서 합성곱 신경망이 가지는 이론적 강점과 앞선 실험에서의 

결과를 근거로, 완전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토지피복 변화탐지 방법을 

사례 실험을 통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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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토지피복 변화탐지 이론과 변화탐지 사례지역

1. 토지피복 변화탐지

  다중시기에 걸쳐 촬영된 원격탐사 자료는 경관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 

공간적인 분포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Green, 2011).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토지피복 변화탐지는 동일한 순간시야각(instantaneous 

field of view) 내에서 분광반응도 차이에 따른 생물·물리학적인 구성의 

변화를 탐지하는 것이다(Jensen, 2016). 토지피복의 변화탐지 정보를 통

해 도시 행정, 군사, 지속가능한 성장, 생물 보호 등 여러 주제에서 현황

을 파악하고 과정을 이해하여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Pukis and Klemas, 2011).

  과거에는 토지피복의 변화탐지에 주로 육안판독 탐지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연구자는 관심지역의 토지피복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해당 위

치, 시점의 영상을 구득하여 변화를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육안판독 

방법으로는 정량적인 변화탐지 정보를 얻을 수 없을뿐더러, 특정한 위치

와 시간을 상정하지 않고 역으로 토지피복이 변화한 ‘지역’과 ‘시간’을 

탐지하는 작업에는 어려움이 있다. 즉 변화 자체에 주목하여 토지피복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변화탐지의 자동화가 필요하다. 

변화탐지 자동화방법으로는 토지피복 분류와 동일하게 화소기반, 객체기

반의 탐지 방법이 사용되어왔다(Im et al., 2009; Gärtner et al., 2014). 
화소기반, 객체기반의 변화탐지 방법은 기존의 토지피복 분류 방법의 한

계를 동일하게 가진다. 완전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변화탐지 방법은 토지

피복 분류에서의 쟁점과 동일하게 기존의 방법보다 효과적인 탐지를 위

한 대안이다.

https://dict.naver.com/dekodict/#/entry/deko/66272b4549a44779855c3fe068fd86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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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화탐지 사례지역과 자료 전처리

1) 사례지역

  완전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토지피복 변화탐지 방법의 적합성을 실증적

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변화탐지를 실험하고자한다. 

토지피복의 변화는 기후, 재해, 토지이용의 목적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며, 이는 토지를 구성하는 인공 구조물 또는 자연환경의 변화를 

일으킨다(Lambin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완전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변화탐지를 토지피복 변화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사례의 실험으로 보이

고자 한다. 즉 토지에 발생한 인공 구조물의 변화 그리고 자현환경적 변

화의 사례를 통해 모형의 탐지 효용성을 확인한다. 

  첫 번째 변화탐지 사례는 도시와 교외지역의 개발과 발전에 의하여 토

지의 인공 구조물이 변화한 사례를 탐지하는 것이다. 사례지역으로 도시 

개발과 주거지 생성에 따라 국토 변화를 맞이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선정

[그림 4-1] 변화탐지 사례지역: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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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세종시는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와 인프라 집중을 해소하고 다극 

중심의 국토로 전환함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출범했다(조

명래 외, 2010). 국가의 주요 행정기관을 이전하며 출범한 세종시는 도시

를 새롭게 건설하여 인구이동을 초래했다. 이러한 인구이동 그리고 인구

이동의 기대는 새로운 주거공간을 만들고 국토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례

지역의 위치는 세종시의 고운동, 아름동, 다정동, 반곡동, 소담동, 대평동 

보람동 일대이다[그림 4-1].

  두 번째 변화탐지의 사례는 토지에 발생한 자연환경적 변화를 탐지하

는 것이다. 사례지역으로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대규모 산불피해를 입

은 고성·속초 산불피해 지역을 선정했다. 토지피복의 변화는 기후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며, 지속가능발전과 생물종 보호 등을 

위해 국토의 자연환경적 변화를 탐지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Foley 

et al., 2005).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습도 감소, 강수일수 감소 등의 

원인으로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산림청, 2020). 고성·

속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청의 조사에 따르면 총 1,757ha의 산

[그림 4-2] 변화탐지 사례지역: 고성·속초 산불 피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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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소실을 가져와 이 일대에 큰 규모의 산림환경 변화를 초래했다. 사례 

지역의 위치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일대 그리고 속초시 금호동, 교동, 

영랑동 일대이다[그림 4-2].

2) 변화탐지에 사용한 위성영상 자료와 자료 전처리

  사례 연구를 위해 사용한 위성영상 자료는 동일한 순서시야각을 가지

는 Sentinel-2 위성영상의 자료이다. 토지피복의 변화탐지에는 탐지 모형

이 기상 상황에 따른 변화를 탐지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이에 구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낮은 상대습도를 가지는 영상을 사용했다. 또한 연중 

비슷한 시기의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영상에서 생물계절학적 주기의 영

향을 최소화한다(Jensen, 2016). 사용한 영상은 운량과 습도의 조건을 만

족하면서 최대한 비슷한 연중 시기의 영상을 사용했다. 동일한 순서시야

각 내에서도 위성영상은 기하오차(geometric error)를 가져 토지피복의 

위치가 촬영된 영상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이에 영상에서 두드러지

는 물체와 형상을 기준으로 지상기준점(geometric central point)을 잡아 

영상에 기하보정을 적용했다. 첫 번째 사례인 세종시의 도시·교외지역 

인공 구조물 변화탐지에는 2016년 5월 18일, 2017년 10월 30일의 영상이 

사용되었다. 두 번째 사례인 고성·속초 산불지역의 자연환경적 변화의 

탐지에는 2018년 6월 24일, 2020년 9월 19일의 영상이 사용되었다. [그림 

4-3]과 [그림 4-4]는 각 사례의 시기별 위성영상이며 이 위성영상들을 사

용해 변화탐지 실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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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사례지역 1 : 세종특별자치시의 토지피복 변화탐지 투입영상

2016년 5월 18일 2017년 10월 30일

[그림 4-4] 사례지역 2 : 고성·속초 산불 피해지역의 토지피복 변화탐지 투입영상

2018년 6월 24일 2020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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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완전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변화탐지 모형 설계

1. 완전합성곱 신경망 모형 선택: U-Net

  Long et al.(2015)은 이미지에서 탐지를 위한 완전합성곱 신경망 모형

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형태의 모형들이 등장했다(Ronneberger 

et al., 2015; Zhao et al., 2017; Zhou et al., 2018). 그 중 Ronneberger 

et al.(2015)는 U-Net 완전합성곱 신경망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이

미지 탐지 분야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 U-Net은 생의학 분야에서 세포를 

탐지하고 그 경계를 추출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의학영상에서의 

종양 탐지, 이미지에서의 사람 탐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차선 탐지 등 

많은 분야에서 이미지 분석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 왔다((Li et al., 

2018; Zhang et al., 2019; Tang et al., 2021). 또한 U-Net의 아이디어는 

이후 개발된 완전합성곱 신경망의 모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토지피복 변화탐지 모형은 U-Net 모형을 토대로 설계 한다. U-Net의  

특징 추출과정은 일반적인 합성곱 신경망의 분석과정과 동일하며 이는 

토지피복의 변화탐지에 U-Net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

한 완전합성곱 신경망 모형이 현재 개발되고 있지만 U-Net의 구조는 다

른 완전합성곱 신경망에 비해 단순하다는 것이 토지피복 변화탐지 작업

에 있어 이점을 가진다. 변화탐지를 위한 위성영상 자료의 경우 일반적

인 완전합성곱 신경망 모형이 분석 목표로 하는 이미지에 비하여 매우 

큰 용량의 자료이다. 완전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변화탐지 모형에 필요

한 컴퓨터 자원은 투입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에 단순한 구조의 완전합성곱 신경망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변화탐지

에 용이하며 U-Net은 이러한 특징에 부합한다.

  U-Net은 학습을 통해 특징을 추출하는 수축경로(contracting pat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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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한 이미지를 산출하기 위한 확장경로(expanding path)가 결합된 ‘U’

자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U-Net으로 명명되었다. [그림 4-5]는 U-Net의 

구조를 도식화해 보여주며, 네트워크의 좌측은 특징추출을 위한 다운샘

플링(down sampling) 그리고 우측은 탐지된 이미지 산출을 위한 업샘플

링(up sampling)을 담당한다.

  U-Net의 수축경로에서는 각 수축 단계마다 합성곱을 연산을 반복하고 

최대 풀링 연산을 적용한다. 수축경로의 다운샘플링 작업을 통해 이미지 

행렬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며 채널의 수는 2배씩 늘어나게 된다. 이 과

정은 일반적인 합성곱 신경망과 같은 구조이다. 이후 U-Net은 탐지된 이

미지를 출력하기 위해 확장경로를 구성한다. 확장경로의 업샘플링 작업

을 통해 이미지 행렬의 크기를 투입 이미지의 크기로 늘려준다. 이는 각 

단계마다 역합성곱 연산을 수행하여 이미지 행렬의 크기를 점차 늘리고 

행렬의 채널은 점차 줄여가는 과정이다. [그림 4-5]에서 회색 화살표는 

Concaternating 연산을 의미한다. 이는 확장 경로에서 추가되는 연산으로 

이미지에서의 위치정보 소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축경로에서 연산했던 

행렬의 값을 더해주는 것이다. 수축경로와 확장경로의 입출력 행렬 크기

는 서로 대응되는 구조로 수축경로의 출력을 확장경로의 입력에 더해줌

[그림 4-5] U-Net 완전합성곱 신경망의 구조 (Ronneberger et al., 2015)

(32×32 크기의 투입이미지에서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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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추출된 특징 값들의 위치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U-Net 기반의 토지피복 변화탐지 모형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U-Net 모형은 토지피복 변화탐지 목적에 맞추어 

수정하여 사용된다. 시간차에 따른 변화를 탐지하기 위하여 두 개의 위

성영상 이미지를 모형에 투입하며, U-Net은 두 이미지 사이의 변화를 탐

지하여 변화된 영역을 분할하도록 설계한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토지피복 변화탐지 모형은 다운샘플링 단계를 

앞서 구축한 토지피복 분류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즉 수축경로의 신경

망 구조는 앞선 토지피복 분류 모형의 구조에 맞추어 수정된다. 모형의 

수축경로는 토지피복 분류 모형과 구조가 같을 뿐만 아니라 학습된 파라

미터를 불러와 사용하는 전이학습이다. 즉 본 연구에서 구축한 토지피복 

분류 모형의 학습된 파라미터가 다운샘플링 단계의 파라미터 초기화에 

사용된다. 이 파라미터는 토지피복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 변화탐지에 

효용이 있을 것이다.

  [그림 4-6]은 본 연구에서 설계한 변화탐지 모형의 탐지 과정을 도해

한 것이며, [표 4-1]은 모형의 수축경로와 확장경로에서의 신경망 구성을 

보여준다. 설계한 모형은 시간차가 있는 두 영상 사이에서 변화를 탐지

하고 변화/미변화를 이진분할 한다. 모형의 필터는 토지피복 분류 모형

과 동일하게 3×3 크기의 필터를 사용해 합성곱 연산을 한다. 그리고 합

성곱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패딩(padding)18)을 추가해 변화탐지 결과 이

미지 크기를 유지시켰다. 은닉 층의 풀링 방법은 최대 풀링, 활성화함수

는 ReLU로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 결과 이미지 출력을 위한 마지막 

18) 패딩은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행렬 주변에 무작위한 값 또는 

0의 값을 채워 합성곱 연산 후 결과 이미지 행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

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0에서 255 사이의 무작위한 값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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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는 1×1 합성곱 연산이 이루어지며 여기서는 활성화함수로 sigmoid 

함수를 사용했다. 모형은 변화를 연속적인 확률값으로 예측하기에 출력 

층에는 보다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활성화함수인 sigmoid를 사용했

다. Sigmoid 함수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

 
 

 


 [수식 4-1]

  Sigmoid 함수는 입력값인 의 값이 정확히 0이 되는 지점에 0.5의 값

을 가지며, 양(陽)의 무한대 값을 취하면 1을, 음(吟)의 무한대 값을 취하

면 0의 값을 가진다.

[그림 4-6] 완전합성곱 신경망 모형의 변화탐지 과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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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filter size number of filters stride

Convolution 11
Convolution 12

Pooling 1

3 × 3
3 × 3

64
64 
-

1
1
2

Convolution 21
Convolution 22

Pooling 2

3 × 3
3 × 3

128
128

1
1
2

Convolution 31
Convolution 32
Convolution 33

Pooling 3

3 × 3
3 × 3
3 × 3

256
256
256
-

1
1
1
2

Convolution 41
Convolution 42
Convolution 43

Pooling 4

3 × 3
3 × 3
3 × 3

512
512
512

1
1
1
2

Convolution 51
Convolution 52
Convolution 53

Pooling 5

3 × 3
3 × 3
3 × 3

512
512
512
-

1
1
1
2

UpConvolution
Convolution
Convolution
Convolution

3 × 3
3 × 3
3 × 3

-
512
512
512

1
1
1
1

UpConvolution
Convolution
Convolution
Convolution

3 × 3
3 × 3
3 × 3

-
512
512
512

1
1
1
1

UpConvolution
Convolution
Convolution
Convolution

3 × 3
3 × 3
3 × 3

-
256
256
256

1
1
1

UpConvolution
Convolution
Convolution

3 × 3
3 × 3

-
128
128

1
1
1

UpConvolution
Convolution
Convolution

3 × 3
3 × 3

-
64
64

1
1
1

Convolution 1 × 1 7 1

[표 4-1] U-Net을 기반으로 수정한 완전합성곱 신경망 모형의 은닉 층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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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화탐지 결과 해석 및 토의

  

  변화탐지 모형의 효용성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변화탐지 결과의 정확성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변화탐지를 통해 만든 지도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없다(Warner et al., 2009). 모든 영상에 대하

여 레이블링된 정답 값을 가져올 수 없으며, 이에 특정 변화탐지 모형에 

대한 결과 성능 평가는 산출된 변화탐지 결과 지도와 투입 위성영상의 

비교를 통한 방법을 취한다. 연구자는 어떠한 관심지역에 대하여 변화탐

지 모형을 통해 탐지된 지역을 현장조사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변화

탐지 모형은 문제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모든 

변화탐지 계획에 대하여 적합한 단일의 변화탐지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

다(Chen et al., 2012). 변화탐지 모형이 사례지역에 대하여 효과적인 탐

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모든 유형의 변화에 대하여 효과를 본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제안한 변화탐지 모형의 

이론적 강점과 실험의 결과는 기존 방법들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변화탐지 결과는 투입이미지와 변화/미변화를 표현한 변화탐지 결과물

의 비교를 통해 평가한다. [그림 4-7]은 세종시의 변화탐지 결과이다. 결

과를 살펴보면 새로운 주거공간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변화를 관

측할 수 있다. 미개발 토지가 개발된 주거지로 변화한 모습을 효과적으

로 탐지하고 있으며, Jensen(1981)의 주거지 개발 10단계19)에서의 단계변

화 중 벌채 요소, 택지조성 요소, 건물 요소에 따른 변화가 관측되고 있

다. 하지만 벌채, 택지조성 그리고 건축은 각각의 과정이 완료되어 탐지

19) Jensen(1981)의 주거지 개발 10단계는 원격탐사를 통해 관찰되는 주

거지의 건설과정과 토지 변화를 단계화 한 것으로 벌채 요소, 택지조성 

요소, 건물 요소의 생성여부와 따른 토지의 변화를 10단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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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단계의 과정 중의 변화 또한 탐지가 되었다. 

이러한 토지의 변화과정을 ‘변화’로 탐지한 위치에 대하여는, 탐지 영역

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규칙한 패턴을 보여준다. 또한 시가화·건조지역

에 대하여 영상에서 토지 유형의 변화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화

로 오탐지한 위치들이 확인된다. 시가화·건조지역의 경우 그 구성 물질

이 시간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기에 피복의 유형이 변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모형이 이를 오탐지하고 있다.

 

[그림 4-7] 세종시의 토지피복 변화탐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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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은 토지피복의 자연환경적 변화 사례인 고성·속초 산불 피

해 지역 변화탐지 결과이다. 변화탐지 결과 산림소실로 인한 토지피복의 

변화를 탐지하였다. 하지만 산림이 전소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감소한 위

치에 대하여는 정확한 탐지가 어려웠다. 이는 산불피해의 경우 화재가 

확산함에 따른 피해정도가 위치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화탐지 결과에서 농업지역으로 구성된 토지에서 

오탐지가 보였다. 특히 벼농사를 위해 조성된 농업지역에서 오탐지가 관

찰되었는데, 이는 생물계절학적 주기에 따른 분광패턴의 변화를 탐지한 

것으로 보인다. 생물계절학적 주기에 따른 변동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형이 이러한 변화를 토지피복의 변화로 인식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그림 4-8] 고성·속초 산불 피해지역의 변화탐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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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해당 항목에 대한 다중시기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해 다운샘플

링에 사용된 파라미터를 조정할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토지피복 변화탐지 결과를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완전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모형은 토지피복 변화탐지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완전합성곱 신경망 모형은 비

선형 관계의 학습을 통해 변화를 탐지한다는 점이다. 완전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방법은 분류작업과 동일하게 이미지 분석을 위한 비모수 기계학

습 모형으로 매개변수 모형이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상정할 필

요 없이 위성영상이 가지는 높은 변동성을 처리한 탐지 결과를 보여준

다. 이는 토지피복 변화탐지 모델링에서 위성영상 자료에 내재된 고유의 

의존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두 번째 측면은 이미지에서 탐지작업을 하는 

동시에 경계정보를 추출하여 효율적이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변화탐지 결

과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동창 방법의 경우 연속적인 변화탐지 경계정

보를 보여주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완전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변화탐지 

방법은 탐지와 경계정보 추출을 동시화 하여 이러한 시각적 표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설계한 변화탐지 모형은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변

화에 대하여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완전합

성곱 신경망 모형은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성을 처리할 수 있는 알고

리즘을 도입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예컨대 모수를 분포로 다루는 베

이지안 신경망(bayesian neural network)의 개념을 완전합성곱 신경망에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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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위성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위성영상에 대한 접근성 또한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위성영상을 활용한 토지피복도의 제작 방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가 제공하는 토지피복도는 

정확도와 갱신주기의 문제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는 토지피복도

를 자료로 활용하는 연구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시·공간 분석에 

있어 토지피복도의 활용을 어렵게 한다. 이에 토지피복 분류를 위한 새

로운 방법론이 요구되어왔으며, 본 연구는 딥러닝 기반의 방법을 통한 

토지피복 분류와 변화탐지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효용성을 검증

하였다.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딥러닝 분야에서 제시된 

모형 중 이미지 분석에 특화된 합성곱 신경망을 토지피복 분류에 접목시

키고자 하였고, 실험을 통해 모형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토

지피복도를 자료로 활용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토지피복도 제작

을 위한 분류 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와 발전은 더뎠다. 토지피복 분류 

실험을 통해 검증한 합성곱 신경망 모형은 앞으로 토지피복도를 제작하

는데 있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둘째, 토지피복의 특성은 지역에 따라 이질적이기에 지역에 맞는 학습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uroSAT 학습데이터를 

모형의 학습에 사용한 결과 본 연구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큰 분류정확도 차이를 보였다. 같은 분류항목이더라도 다른 지역의 

학습데이터를 모형 학습에 사용하면 모형이 학습데이터에 과적합 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ImageNet 사전학습 파라미터를 사용한 전이학습이 토지피복 분

류에 효용성이 있음을 보였다. ImageNet 파라미터는 토지피복 이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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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관한 데이터로 학습된 파라미터임에도 분류 모형의 적합, 학습속도 

그리고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그리고 이는 변화탐지 모형으로의 전이가 

가능했다. ImageNet 파라미터의 사용과 그 효용성은 합성곱 신경망을 원

격탐사 주제에 적용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발견이며, 인공지능과 원격탐

사 분야의 결합에 있어 새로운 발전을 이끌 수 있다.

  넷째, 이 연구는 완전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변화탐지 모형을 설계하여 

토지피복 변화탐지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설계한 변화

탐지 모형은 탐지 작업과 분할작업을 동시화해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연속적이고 상세한 탐지 결과물을 보였다. 본 연구의 접근은 변화탐지 

모형으로써 국토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데 유용한 모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확하고 빠른 갱신주기의 토지피복도를 작성하기 위한 방

법으로 원격탐사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합성곱 신

경망을 이용해 딥러닝 기반의 한국 토지피복 분류가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완전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토지피복 변화탐지 모형을 구축하여 기

존방법의 문제를 개선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국의 토지피복도 

구축에 있어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 그리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토지피복도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많은 연구에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토지피복 분류와 변화탐지 모

형은 예측력의 향상을 강조하는 예측 중심의 모형(predictive modeling)으

로 어떠한 논리적 근거에 의해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해석할 수 없다. 이

에 토지피복의 어떠한 특징과 패턴이 해당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지에 대

한 설명이 부재하다. 최근에는 해석 가능한 기계학습(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지피복

의 분류와 변화탐지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한 추가 연구를 통해 해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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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1] 대한민국 환경부 토지피복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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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부) USGS ESA UN(FAO)
Used Area Developed Urban areas Artificial surfaces

Agricultural
Land

Mechanically
disturbed Cropland, rainfed Multiple or layered crops

Forest
Nonmechani
cally
disturbed

C r o p l a n d
irrigated /
post-flooding

Herbaceous crops

Grass Agriculture Mosaic cropland/
vegetation Woody crops

Wet land Forest Mosaic vegetation
/ cropland Tree-covered areas

Barren Grassland/S
hrubland

Tree broadleaved
evergreen Mangroves

Water Wetland Tree broadleaved
deciduous Shrub-covered areas

-

Barren
T r e e
n e e d l e l e a v e d
evergreen

Shrubs and/or herbaceous
vegetation, aquatic or
regularly flooded

Water
T r e e
n e e d l e l e a v e d
deciduous

Grassland

Mining Tree mixed leaf
type

Sparsely natural vegetated
areas

Ice/Snow
Mosaic tree,
shrub /
h e r b a c e o u s
cover

Terrestrial barren land

-

M o s a i c
h e r b a c e o u s
cover / tree,
shrub

Inland water bodies

Shrubland Coastal water bodies and
intertidal areas

Grassland Permanent snow and glaciers
Lichens and
mosses

-

Tree flooded,
fresh water
Tree flooded,
saline water

Shrub or
herbaceous
flooded
Sparse vegetation
Bare areas

Water bodies

부록 [표 1] 기관별 토지피복 분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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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그림 2] 모형의 복잡성과 성능과의 관계 (James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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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ep learning based land cover

classification and change detection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Wonho Jo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and cover map plays an important role in land management and 

planning. The land cover map of Korea is produced and distribu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t is used as an auxiliary data in various 

research as well as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earth. However, the land 

cover map produced by Ministry of Environment has problems of 

classification accuracy and update cycle. Land cover map which has low 

classification accuracy can distort the results of research. The limitation of 

the land cover map is because of its classification method.

  This study propose a deep learning based method as a land cover 

classification. The existing method used a parametric models. However, 

there were many strict assumptions such as independent assumption and 

normal distribution assumption. Non-parametric model presented in 

machine learning field can overthrow these unrealistic statistical 

assumptions. This study intends to expand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method, which has been focused on parametric models, to a deep 

learning-based method. And furthermore this research present a deep 

learning-based land cover change det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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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deep-leaning based method, this study 

present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 for land cover classification. 

It includes the design work of the architecture and experiment of 

classifi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according to the various input data. Case of land cover change 

detection, this study proposes a full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 

The designed change detection model is tested in two cases.

  Key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was grafted onto land cover classification and its effectiveness 

wa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The land cover classification model 

showed high classification accuracy. The importance of the training data 

was emphasized by presenting the difference in results according to the 

input data.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transfer learning using 

pre-trained parameters was shown through experiments, and it was 

confirmed that parameters trained from images which have noting to do 

with land cover data shorten the learning time and improve classification 

performance. Second, the model based on the full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effectively performed change detection in the case area. Through 

this model, the detection and segmentation of land cover can be conducted 

simultaneously and its result can be expressed in continuous fro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demonstrated the effectiveness of 

land cover classification and change detection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which had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South Korea.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has been confirmed it can be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method and put it into practice. 

Given such sugges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new method in the field of remote sensing with the theme of 

land cover.

keywords : Deep learn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emote 
sensing, land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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