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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의 초분광영상 분류를 사용한 환경공간정보시스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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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images were classified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a deep
learning technique—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information production through a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patial data. CNN determines kernel attributes based on a classification criterion
and extracts information from feature maps to classify each pixel. In this study, a CNN network was
constructed to classify materials with similar spectral characteristics and attribute information; this is
difficult to achieve by conventional image processing techniques. A Compact Airborne Spectrographic
Imager (CASI) and an Airborne Imaging Spectrometer for Application (AISA) were used on the following
three study sites to test this method: Site 1, Site 2, and Site 3. Site 1 and Site 2 were agricultural lands
covered in various crops, such as potato, onion, and rice. Site 3 included different buildings, such as single
and joint residential facilities. Results indicated that the classification of crop species at Site 1 and Site 2
using this method yielded accuracies of 96% and 99%, respectively. At Site 3, the designation of buildings
according to their purpose yielded an accuracy of 96%. Using a combination of existing land cover maps
and spatial data, we propose a thematic environmental map that provides seasonal crop types and facilitates
the creation of a land cover map.
Key Words : Deep Learn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Hyperspectral image, Classification

요약 : 본 연구는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환경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한 정보생산 및 활용가능

성을 제시하고자 대표적인 딥러닝(deep-learning) 기법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이용

한 영상분류를 수행하였다. CNN은 학습을 통해 스스로 분류기준에 따른 커널의 속성을 결정하며, 최적의

특징영상(feature map)을 추출하여 화소를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CNN network를 구성하여 기존의 영

상처리 기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분광특성이 유사한 물질간의 분류 및 GIS속성정보에 따른 분류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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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환경공간정보(Environmental Geographic Information)

란 환경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지도 위에 표현이 가

능하도록 처리하여 그 위치나 분포 등을 알 수 있는 모

든 정보를 뜻한다. 환경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은 국토를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영

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과 개인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

초자료와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토지피복도, 환경주제도, 토지이

용 규제지역 및 지구도, 개별공간정보 시스템 등의 공

간정보를 구축하여 오픈 API형태로 제공 하고 있으며,

민간인들도 손쉽게 정보를 열람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토지피복도의 경우 해상도에 따라 대분류, 중분

류, 세분류로 나뉘며, 이 중 세분류 토지피복도의 경우

41개 항목에 대한 정확도가 약 97%에 달하는 신뢰도 높

은 자료로 평가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Fig.

1(a)). 토지피복도는 도시계획, 환경영양평가 및 국토환

경성평가지도 작성 등에 활용되며, 재해재난 및 기후변

화 등의 다양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환경주제

도의 경우 주제별로 정보를 지도화하여 시각화된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농작물 별 유해 야생동물 피해

지역, 수도요금 현실화율, 지역별 화학물질 배출율 등

자연환경, 물환경, 생활환경에 대하여 다양하고 실용적

인 정보를 제공한다(Fig. 1(b)).

지도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토지피복도 및 환경주제

도는 위성 및 항공기, 드론 등에서 취득된 영상을 기반으

로 구축된다. 대분류 및 중분류 토지피복도는 Landsat

TM, SPOT5, 아리랑2호등의위성영상을활용하며, 세분

류 토지피복도의 경우 고해상도 위성영상인 IKONOS

및 항공 정사영상을 이용하여 정보를 추출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 그러나 지도제작에 사용되는 위

성 및 항공영상의 경우, 촬영당시 지표의 물리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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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항공초분광센서인 CASI(Compact Airborne Spectrographic imager)와 AISA(Airborne Imaging

Spectrometer for Application)로 취득된 영상을 이용하였다. 실험대상지역은 총 3곳이며, Site 1과 Site 2

는 감자, 양파, 벼 등의 다양한 농작물을 포함하며, Site 3는 단독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등 세분류 토지피

복도의 분류 항목으로 구성된 건물을 포함한다. 실험결과, 분류 정확도 96%, 99%로 농작물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96%의 정확도로 건물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환경공간정보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하여 계절별 농작물의 종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주제도를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토지피복도와

최신 GIS자료를 이용한 세분류 토피지복도 제작 및 갱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a)                                                                                          (b)

Fig. 1.  Examples of EGIS. (a) high-level land cover map and (b) thematic environmental map with a Green area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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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속성정보를 추출하기 어렵고, 공

간해상도에 따라 물질의 경계지역에서 정보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Shin et al., 2015).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하여 수치지형도 및 토지이용 현황도 등 다양한 지

리정보데이터를 활용한 분류정확도를 향상시킨 연구

가 있으며(Kim and Yeom, 2012), 분광정보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축척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객체기반(Object-

based)분류법을 활용하여 토지피복도를 제작한 연구도

있었다(Duro et al., 2012; Shine et al., 2015).

광범위한 지역의 자료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환경

공간정보의 특성상 GIS자료 및 현장조사에 의존할 경

우 시간과 비용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다양한 제원의 영

상과 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토지피복도 제작에 효과

적인 객체기반분류법의 경우, 분광 및 공간정보를 고려

하지만 속성정보를 고려하기 어렵고, 분류의 결과가 객

체의 분할과 융합을 결정하는 가중치 및 임계치에 의존

적인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영상에

서 환경공간정보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를 추출하기 위하여 딥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한 초

분광영상의 분류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환경주

제도 및 토지피복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딥러닝이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구현하는 방법론으로 4세대

인공지능으로 불리며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분야

이다. 기계학습으로 불리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이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규칙이나 지식을 스스로 학습

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추상화 및 특징화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머신러닝과는 달리 딥

러닝은 자료를 변형하고 추상화된 특징을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eCun et al., 2015). 최근에는

딥러닝 기법을 사용하여 수많은 밴드를 갖는 초분광영

상을 처리하는 분야가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의 기법들

에 비해 높은 정확도로 분류를 수행할 수 있다고 알려

져 있다(Makantasis et al., 2015; Petersson et al., 2016).

딥러닝의대표적인기법인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경우 분광정보(spectral information)와 함께

공간정보(spatial information)도 함께 고려하여 분류를

수행하기 때문에 영상의 세분류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Layer의 구성과 커널(kernel)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기존에 분류가 어려웠던 대상물을 효과적으로 분

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95%이상의 정확도를 보인

다고 알려져 있다(Petersson et al., 2016; Yu et al., 2017; Li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CNN을 초분광영상분류에

적용하여 분광특성이 유사한 농작물을 분류하고, 속성

정보를 이용하여 건물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대표

적인 머신러닝 기법인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분류정확도를 비교하였으며, 환경공간정보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는 적용방안을 서술하였다.

2. 연구내용

1) 초분광영상

초분광영상이란 수십~수백 개의 밴드에서 연속적

인 분광정보를 제공하는 영상으로 기존의 다중분광영

상에 비해 다양한 파장대의 반사율을 알 수 있기 때문

에 대상물질에 따른 고유한 분광정보를 이용하여 물체

를 탐지하고 분류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Fig. 2는

대표적인 다중분광영상인 Landsat 8과 초분광영상인

AVIRIS에서 동일한 물체가 갖는 분광곡선의 차이를

보여준다.

초분광영상은 군용 감시, 환경모니터링, 기상분석 등

에 활용되고 있으며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미국 M&M

사가 발표한 ‘2019년까지의 전 세계 초분광 영상장비 시

장 전망’에 따르면 2015~2019년 사이 초분광 장비시장

이 76% 성장하고 규모는 2014년 4,720만 달러에서 2019

년 8,320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후

다양한 초분광센서가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초분광영상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

출할 수 있는 영상처리 기법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

요한 시점이다.

2) Convolution Neural Network

영상처리분야에서 ‘convolution’이란 특정한 커널을

사용하여 주어진 영상의 적절한 특징(feature)를 추출하

기 위한 작업이다. 커널에서 정의한 가중치(weight)에

따라 영상의 경계를 추출하거나, 블러(blur)처리된 영상

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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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머신러닝은 입력 자료의 특징을 추출하는 과

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입력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을 수행하는 ‘알고리즘‘ 자체에 집중한다. 그러나

입력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특징화하여 사용하

는 것이 전체 학습과정 향상시키는 단계로 인식되면서,

‘얼마나 많은 커널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속성을 갖는

커널을 정의할 것인가‘ 등을 학습을 통해 결정할 수 있

는 CNN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CNN의 핵심개념은 학습을 통해 커널의 속성과 개수

를 정의하여 최적의 특징영상(feature map)을 추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개의 convolution layer를

구성하여 deep network를 구성하며, 영상의 차원을 축

소하기 위하여 pooling이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로

이웃한 화소는 유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

법의 차원축소를 통해 화소를 subsampling하는 과정을

pooling이라고 한다. 분류를 위한 CNN은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를 이용하여 입력 자료의 특징을 추

출하며, 마지막에 fully connected layer를 배치하여 N개

의 클래스(class)로 분류한다(Krizhevsky et al., 2012).

초분광영상을 분류하기 위해 구성한 본 연구의CNN

network는 input layer 1개, convolution layer 2개, 최대값

을 추출하여 pooling영상을 구성하는 max pooling layer

2개를 거쳐 fully connected layer 2개, output layer 1개로

구성하였다. Fig. 3은 CNN network의 대략적인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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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differences between a multispectral and a hyperspectral image.
(https://www.harrisgeospatial.com/docs/HyperspectralAnalysisTutorial.html)

Fig. 3.  The CNN lear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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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Input layer에는 연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수행한 초분광영상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10~30개의 인자가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총 30개의 밴드로 차원이 축소된

영상을 사용하였다(Cao et al., 2017).

k×k×d의 크기의 초분광영상이 있다고 가정할 때, 하

나의 화소 xi를 분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입력영상

을 input으로 갖는 첫 번째 convolution layer의 크기는

3×3×d이며 총 400개의 커널을 정의하였다. 첫 번째 layer

를 통하여 총 400개의 feature map이 추출되고 각각의 크

기는 n1×n1(n1 = k – 2)가 된다.

max pooling을 위한 커널의 사이즈를 2×2로 정의하였

으며, 그 결과 크기가 n2 = [n1/2)로 축소된 feature map이

생성된다. 두 번째 convolution layer의 크기도 첫 번째

layer와 동일하며 총 300개의 필터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두 번째 convolution layer를 거치면 n3×n3×300(n3 = n2 – 2)

개의 feature map이 생성되고 또다시 max pooling layer

(2×2)를 통해 n4×n4×300(n4 = n3/2)개의 축소된 영상이

생성된다. 두 번째 max pooling layer를 거친 feature map

들은 두 개의 fully connected layer의 input이 되기 위하여

1차원으로 재구성되며 이를 하나의 벡터 Xpool2로 정의

한다.두 개의 fully connected layer는 식 (1)과 같이 정의

된다(Cao et al., 2017).

         f(5)(Xpool2) = σ(W(5)(Xpool2 + b(5))                   ( 1 )         f(6)(Xpool2) = W(7)f(5)(Xpool2) + b(6)

이때 σ는 activation function, W는 가중치 행렬, b는 잔

차(bias)행렬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activation function

에 ReLU(Rectified Linear Unit)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layer를 구성하는 가중치와 잔차 행렬을 W = [W(1), W(3),

W(5), W(6)], b = [b(1), b(3), b(5), b(6)]로 정의하며 W(1), W(3)과 b(1),

b(3)은 convolution layer의 가중치와 잔차를 나타낸다. 마

지막 벡터가 f (6) ∈ RK라 할 때, softmax함수를 거쳐 분

류가 수행되는데, 각 분류항목에 대한 softmax분포는

Y~i ∈ RK로 정의한다. 이때 K는 분류하고자 하는 항목의

개수이다. softmax는 각 화소를 분류 항목별 확률로 변

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함수이다. 각 화소의 라벨(분

류된 값)을 y~i = argmaxkY
~

i로 정의할 수 있으며 모델의 예

측값이 실제 참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cross entropy loss)함수는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E(W,b) = CE(Y~i,yi),
                                        (2)

= [yiklogY~ik + (1 – yik)log(1 – Y~ik)]

크로스 엔트로피의 계산량을 줄이기 위하여 전체자

료 대신 일부 자료에 대해서 손실값을 계산하는 SGD

(Stochastic Gradient Descent) 방법을 사용하였다. tth번의

반복학습을 수행한다고 할 때, W와 b는 역전파(back-

propagation) 알고리즘에 의해 식 (3)과 (4)와 같이 갱신

된다. α는 learning late로 0.001로 설정하였다.

                   Wt+1 = Wt – α | Wt                     (3)

                     
bt+1 = bt – α | bt                      (4)

최종적으로 계산된 W, b를 바탕으로 각 화소가 특정

분류항목에 속할 확률을 계산하게 되며, 확률이 가장 높

은 항목으로 분류가 수행된다.

3) CNN을 이용한 초분광영상 분류 실험

본 연구에서는 CNN을 이용한 초분광 영상의 분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작물의 종류 및 건물의 용도

에 따른 분류를 수행하였다.

(1) 농작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

일반적으로 영상의 분류는 하나의 화소가 갖는 분광

특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분류를 수행한다. 식생, 토양과

같이 종류가 다른 물질의 경우 분광특성의 차이가 뚜렷

하여 분류가 용이하지만(Fig. 4(a)), 옥수수, 감자와 같이

영상에서 잎이 촬영되는 경우, 분광특성이 매우 유사하

기 때문에 육안으로 작물의 종류를 구별하기 어렵다

(Fig. 4(b)). 본 연구에서는 미세한 분광특성의 차이를 학

습시켜 작물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자 양파, 마늘, 감

자 등으로 구성된 초분광영상을 이용하여 실험하였으

며, 현장조사로 구축한 참조자료를 이용하여 분류 정확

도를 평가하였다.

(2) 건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

환경부에서제공하는토지피복도는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분류 항목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구분한다

∂E(W,b)
∂W

1
l

lΣ
i=1

-1
l

lΣ
i=1

KΣ
k=1

∂E(W,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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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농업지역은 논과 밭 등으로 구분되며, 논은 다

시 경지정리가 된 논과 경지정리가 안 된 논으로 분류

된다. 시가화·건조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공업지역, 교

통지역 등으로 나뉘며, 주거지역은 다시 단독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등으로 세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위성 및

항공영상을 이용한 분류는 물질의 분광특성의 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분류 항목인 시가화·건조지역 및

농업지역, 습지 등은 영상을 통해 분류할 수 있지만 중

분류, 세분류 항목으로 세분화 될수록 영상에서 구분하

기 어렵다.

특히 건물의 경우, 단독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공

업시설 등과 같이 건물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세분류

되어 있기 때문에 GIS자료 및 현장조사에 의존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세분류 토

지피복도의 경우 제작과 갱신에 대한 시간 및 비용소모

가 크다. 그러나 영상에서 건물을 포함하는 화소는 분

광특성의 차이 외에도 건물이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 크

기 및 모양, 인접건물의 특성, 분포 등과 같은 고유한 특

징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에서 건

물을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자 스스로 커널의 특성을 학

습하여 다양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CNN기법을 이

용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최신GIS

건물통합정보를 참조자료로 이용하여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3. 실험 자료 및 결과

1) 실험 자료

본 연구의 실험 대상지역은 총 3곳이며, 항공초분광

센서인 CASI(Compact Airborne Spectrographic Imager)

와 AISA(Airborne Imaging Spectrometer for Application)

를 통해 취득된 영상을 사용하였다(Fig. 5).

GCP(Ground Control Point)의 위치정보 및 DEM자

료를 이용한 기하보정 및 정사보정을 수행하였으며,

ATCOR(Atomosphric/Topographic Correction for Satellite

Imagery) 모듈을 적용하여 대기효과를 제거하였다 .

ATCOR는 Radiative transfer code를 기반으로 분광 반

사율, 표면 온도 등을 계산하여 대기감쇠에 의한 노이

즈 및 연무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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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category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시가화·건조지역

주거지역
단독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공업지역 공업시설

상업지역
상업·업무시설

혼합시설

⋮ ⋮

농업지역

논
경지정리가 된 논

경지정리가 안 된 논

밭
경지정리가 된 밭

경지정리가 안 된 밭

⋮ ⋮

습지

내륙습지 내륙습지

연안습지
갯벌

염전

                                                              (a)                                                                                          (b)

Fig. 4.  Spectral information. (a) Vegetation and soil and (b) corn, potato, and lotus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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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3).

각각의 실험 대상지역에 대한 정보는 Table 2와 같다.

Site1, Site2는 각각 CASI와 AISA로 취득된 영상이며 감

자, 양파, 밀 등 다양한 농작물로 구성되어 종류에 따라

농작물을 분류하기 위한 지역이다. Site3는 AISA영상으

로 건물용도에 따른 분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용

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특정 건물에 대하여 분류를 수행

하였다. CNN기법의 분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머신러닝 기법인 SVM과 분류정확도를 비교

하였다.

2) 실험 결과

(1) 농작물의 종류에 따른 분류

Site1은 감자, 우엉, 연잎, 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자료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축하였으며, 랜덤

하게추출된 10%는 training data, 나머지 90%는 test data로

사용하였다. Table 3-4는CNN과 SVM의분류결과의오차

행렬이다. CNN의전체분류정확도(OA; Overall Accuracy)

는 96%( ×100)로 나타났으며 SVM( ×100=89%)에 비

해 높게 나타났다(Fig. 6). 대체적으로 감자, 우엉, 연잎

의 분류는 잘 수행되었으나 도로와 감자의 경계에서 오

98971
111000

106687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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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5.  Aerial images of the study Sites. (a) Site1, (b) Site2, and (c) Site3.

Table 2.  Information about the experiment Sites

Site1 Site2 Site3
Date 2015.5.7 2017.05.25 2017.05.25

Location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35°42′58″N, 128°25′44″E)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35°32′04″N, 128°15′11″E)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35°33′30″N, 128°16′06″E)

Image size 300×370 (pixels) 180×180 (pixels) 156×170 (pixels)
Sensor CASI AISA AISA

Spatial/spectral resolution 
of image 0.5 m / 48 bands 1.5 m / 450 bands 1.5 m / 450 bands

Spectral range 365-1050 nm 380-2500 nm 380-2500 nm

Table 3.  Classification confusion matrix of the approach based on CNN (Site1)

Ground truth class (pixels)
sum

Class potato burdock lotus road

CNN 
predicted class

(pixels)

potato 13,737 145 0 36 13,918
burdock 330 72,729 11 1,615 74,685

lotus 3 35 4,538 211 4,787
road 164 1,738 25 15,683 17,610

sum 14,234 74,647 4,574 17,545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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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 발생했다. 이는 실제 영상에서 도로로 정의된 지

역이 촬영 각도 및 그림자에 의하여 어둡게 나타났기 때

문이다. SVM의 경우 연잎은 제대로 분류되었으나, 감

자와 우엉, 도로사이의 오분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Site2의 경우 밀, 벼, 양파, 마늘, 도로 등으로 구성된

영상이다. 영상의 촬영 시기는 5월로 양파, 밀 등은 수확

을 앞둔 시기였으며, 모종을 심기 위하여 물을 댄 논과

모종이 자라고 있는 논 등이 존재하였다. 모종을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논은 영상에서 나지로 구분되었다.

Site1과 마찬가지로 랜덤하게 화소를 추출하여 training

data와 test data를 나누어 실험하였으며 CNN의 분류결

과는 99%( ×100)로 SVM( ×100=93%)에 비해 매우 높은

분류 정확도를 가졌다(Table 5-6). 오분류는 참조자료가

없는 지역, 즉 training sample이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분광특성이 유사한 나지와 도로 사이

의 오분류가 나타났다(Fig. 7).

(2) 건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

Site3는 건물의 속성정보에 따른 분류가능성을 확인

하기 위한 지역으로 영상에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물에 대하여 분류를 수행하였다. 영상이 촬영된 시기에

따른 건물의 속성정보를 얻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포

털에서 제공하는 GIS건물통합정보 shp파일을 이용하

였다. 해당 자료는 2017년 8월 3일 갱신되었으며, 건물

의 주소 및 용도, 건축 재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건물

8642
8652

8045
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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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assification confusion matrix of the approach based on CNN (Site2)

Ground truth class (pixels)
sum

Class garlic onion wheat bare soil water road

CNN 
predicted 

class
(pixels)

garlic 1,951 0 0 0 0 0 1,951
onion 1 2,868 0 0 0 0 2,869
wheat 0 0 1,936 0 0 0 1,936

bare soil 0 0 0 769 0 0 769
water 0 0 9 0 320 0 329
road 0 0 0 0 0 798 798

sum 1,952 2,868 1,945 769 320 798 8,652

Fig. 6.  Ground truth, training, and test data for Site 1.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CNN and SVM for this study Site
are also shown here.

Table 4. Classification confusion matrix of the approach based on SVM (Site1)

Ground truth class (pixels)
sum

Class potato burdock lotus road

SVM 
Predicted class

(pixels)

potato 13,580 2,242 7 0 15,829
burdock 245 65,134 5 1,022 66,406

lotus 70 373 4,419 685 5,547
road 339 6,898 143 15,838 23,218

sum 14,234 74,647 4,574 17,545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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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도는 환경부 토지피복도 세분류에 따라 재분류 하

였으며 단독주거시설, 공동주거시설, 사업·업무시설,

교육·행정시설, 혼합지역, 기타 공공시설 등으로 구분

하였다. 참조자료의 10%는 training data로이용하였으며,

나머지는 test data로 이용하였다(Fig. 8). CNN분류 결과

전체분류정확도는 96%( ×100)로 나타났으며 SVM(

×100=64%)에 비해 높은 정확도로 건물을 용도에 따라 분

류할 수 있었다(Table 7-8).

CNN은 학습을 통하여 training data에 따른 예측 분류

값과의 손실함수를 반복적으로 계산하면서 커널의 W

와 b를 결정하는데, 높은 정확도로 분류를 수행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각의 layer에서 어떤 정보가 추출

되는지, 어떤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가 수행되는지 세부

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험결과,

초분광영상에서 건물을 용도에 따라 높은 분류정확도

로 분류하였으나 건물에서 어떤 특징값을 추출하여 분

류에 이용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예측 가능한 분

석으로는 건물은 용도에 따라 재료 및 구조, 인접물질

의 특징 등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분광 및 공간정

보의 차이를 학습하여 건물을 용도에 따라 분류한 것으

로 보인다. 단독주거시설의 경우 다른 건물과는 달리 일

반 목조구조로 이루어진 건물이 많았으며, 상업·업무시

설은 블록구조, 기타 공공시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

의 건물이 많았다. 또한 교육·행정시설은 다른 건물에

2739
2835

1823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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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lassification confusion matrix of the approach based on SVM (Site2)

Ground truth class (pixels)
sum

Class garlic onion wheat bare soil water road

SVM 
predicted 

class
(pixels)

garlic 1,688 2 0 0 0 0 1,690
onion 233 2,798 161 8 13 15 3,228
wheat 3 33 1,755 0 0 6 1,797

bare soil 0 0 0 720 0 0 720
water 28 34 29 41 785 0 917
road 0 1 0 0 0 299 300

sum 1,952 2,868 1,945 769 798 320 8,652

Fig. 7.  Ground truth, training, and test data for Site 2.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CNN and SVM for this study Site
are also shown here.

Fig. 8.  Ground truth, training, and test data for Site 3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CNN and SVM for this study Site
are also shown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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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특이한 모양을 가졌으며 주변에 인조잔디가 존재

한다. 단독주거시설의 경우, 건물의 크기가 작고 서로

밀집된 경향이 있으며, 그에 반해 공동주거시설은 가로

로 긴 모양의 구조가 많았다.

4. 활용방안

본 연구의 결과를 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 및 갱신에

활용하고자 환경주제도 및 토지피복도 갱신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1) 환경주제도 제안 : 월별 농작물의 종류

시기 및 위치, 작물에 종류에 따른 농작물의 종류는

동사무소나 지역단위 담당기관을 통해서도 정확한 정

보를 얻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많은 농지에서 실제로

다모작(한 해에 종류가 다른 작물을 경작하고 수확하는

형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

과 인력소모가 크기 때문이다.

CNN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종류를 분류한 사례를 이

용하여 지역에 따른 ‘월별 농작물의 종류‘에 대한 정보

를 환경주제도로 생성할 수 있다. Fig. 9는 계절 및 위치

에 따른 농작물의 종류를 제공하는 환경주제도UI를 가

상으로 제작한 예이다. 환경주제도는 자연환경, 물환경,

기후대기, 생활환경 등 다양한 주제별로 실생활에서 활

용될 수 있는 정보를 시각화하여 지도위에 표현한다. 지

역에 따른 농작물의 종류를 시기별로 제공하는 위해서

는 특정 농지에 대한 농작물의 종류를 주기적으로 파악

하여 스마트팜맵 등의 GIS자료의 속성정보로 구축하

여 참조자료로 활용한다. 드론 및 항공영상 등을 활용

하여 계절에 따른 영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두 자료를

이용하여 농작물의 종류에 따른 환경주제도를 생성할

수 있다. 이는 계절별 작황 현황 및 농작물의 생산량 예

측에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른 농작물의 특성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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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lassification confusion matrix of the approach based on CNN (Site3)

Ground truth class (pixels)
sum

class SA AA CA EA MA PA

CNN 
predicted 

class
(pixels)

SA 806 2 13 1 9 2 833
AA 5 453 23 0 0 0 481
CA 1 10 513 3 2 1 530
EA 0 0 1 612 0 0 613
MA 10 0 13 0 239 0 262
PA 0 0 0 0 0 116 116

sum 822 465 563 616 250 119 2,835

(SA=Single residence Area, AA=Apartment house Area, CA=Commercial business Area. EA=Educational administration Area,
MA=Mixed Area, PA=Public area)

Table 8.  Classification confusion matrix of the approach based on SVM (Site3)

Ground truth class(pixels)
sum

class SA AA CA EA MA PA

SVM 
predicted

class
(pixels)

SA 352 35 15 14 11 0 427
AA 110 259 22 0 12 0 403
CA 254 133 474 72 91 7 1,031
EA 0 0 3 490 0 0 493
MA 106 38 49 40 136 0 369
PA 0 0 0 0 0 112 112

sum 822 465 563 616 250 119 2,835

(SA=Single residence Area, AA=Apartment house Area, CA=Commercial business Area. EA=Educational administration Area,
MA=Mixed Area, PA=Public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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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2) 토지피복도 제작 및 갱신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구분된 토지피복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상에서 토지피복의 경계를 분류한 뒤,

GIS및 현장자료에 의한 추가 분류를 수행해야 한다. 중

분류 및 세분류 항목의 토지피복도는 분광특성만으로

는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이용한 분류에

의존하게 되며 제작과 갱신을 위한 비용 및 시간 소모

가 커진다.

본 연구의 성과를 토지피복도의 제작 및 갱신에 활용

하고자, 영상을 직접 세분류 토지피복도 항목으로 분류

하고자 하였다.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면서 제작의 효

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최신 GIS건물정보

및 기존의 토지피복도를 활용하였다(Fig. 10). CNN을

이용한 초분광영상의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류

의 기준이 되는 training data를 지정해 주어야 하는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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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ample of thematic environmental map that yields seasonal crop information.

Fig. 10.  Process of classifying land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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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비변화된 부분은 기존의 토지피복도를 참고하

여 roi(region of interest)를 지정하였으며, 기존의 피복도

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의 경우, 토피지복도 분

류항목을 참고하여 새로운 물질로 roi를 선정하였다. 또

한 갱신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건물 등은GIS

건물 통합정보를 활용하여 정보가 누락된 추가 건물을

분류하였으며, 분류된 건물의 용도와 구획경계를 참고

하여 시가화·건조지역의 분류항목으로 분류를 수행하

였다.

분류 결과, 초분광영상을 토지이용 현황에 따른 세분

류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갱신지역을 효과적으

로 추출할 수 있었다(Fig. 11). 2017년 세분류 토지피복

도를 보면 2012년도 세분류 토지피복도와 비교하여

2017년 영상에서 새로 건설된 도로, 운동장, 건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2년 토지피복도에서 기타나지로

분류되었으나, 새로운 건물이 건설된 곳은 GIS건물정

보를 참고하여 상업·업무지역으로 분류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여 초분광영상

을 분류하고자 최적의 feature map을 추출하여 스스로

커널의 속성을 학습할 수 있는CNN기법을 이용하였다.

항공 초분광센서 CASI및 AISA에서 취득된 영상을 사

용하였으며, 작물의 분광정보와 건물의 속성정보를 활

용하여 농작물의 종류 및 건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수

행하였다. 실험 대상지역 Site1, Site2, Site3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각각 96%, 99%, 96%로 나타났으며, 머신러닝

의 대표적인 기법인 SVM에 비하여 높은 분류정확도로

분광특성과 속성정보에 따라 농작물과 건물을 효과적

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절

별 농작물의 종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주제도를 제안

하였으며, 최신 GIS자료와 기존의 토지피복도를 이용

한 세분류 토피지복도의 제작 및 갱신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토지피복도 제작방법의 경우

영상을 중분류 및 세분류 항목으로 직접 분류하기 때문

에 드론 등과 같이 최신 영상을 취득하기 용이한 현 상

황에서 토지피복도의 갱신과 제작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발

생하는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추가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구축된 자료를 활용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환경공

간정보시스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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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result of classifica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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