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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KOMPSAT-3/3A/5 영상으로부터 
자연림과 인공림의 분류

이용석1)·박숭환2)·정형섭 3)†·백원경4)

Classification of Natural and Artificial Forests 
from KOMPSAT-3/3A/5 Image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Yong-Suk Lee1)·Sung-Hwan Park2)·Hyung-Sup Jung 3)†·Won-Kyung Baek4)

Abstract: Natural forests are un-manned forests where the artificial forces of people are not applied to
the formation of forests. On the other hand, artificial forests are managed by people for their own purposes
such as producing wood, preventing natural disasters, and protecting wind. The artificial forests enable
us to enhance economical benefits of producing more wood per unit area because it is well-maintained
with the purpose of the production of wood. The distinction surveys have been performed due to different
management methods according to forests. The distinction survey between natural forests and artificial
forests is traditionally performed via airborne remote sensing or in-situ surveys. In this study, we suggest
a classification method of forest types using satellite imagery to reduce the time and cost of in-situ
surveying. A classification map of natural forest and artificial forest were generated using KOMPSAT-3,
3A, 5 data by employ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And in order to validate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we utilized reference data from 1/5,000 stock map. As a result of the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natural forest and plantation forest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the overall accuracy
of classification of learning result is 77.03% when compared with 1/5,000 stock map. It was confirmed
that the acquisition time of the image and other factors such as needleleaf trees and broadleaf trees affect
the distinction between artificial and natural forest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Key Words: Artificial Forest, Natural Forest, Forest Survey, Kompsat, Machine Learning, 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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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림복구와산림통계를목적으로국내의경우 1970년

대처음으로산림조사가이루어졌으며, 국외와마찬가

지로산림의가치와환경의변화에따라산림조사의목

적이변화되고있다. 자원으로서의가치와산림이환경

문제에끼치는것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건전한

산림생태계를유지하고, 지구환경을보전및보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적의 형태로 변화되어왔다

(Kim et al., 2011; Kim et al., 2015; Park and Kang, 2015). 자

연림은대다수활엽수림이차지하고있으며, 인공림은

줄기가곧게서고가지가적어임분당수확량이높은침

엽수를많이심는다.

산림조사는항공사진을이용한분석과사람의현장

조사를통해이루어진다. 산림청은현재항공사진을이

용하여인공림, 자연림, 수종의구분등을수행하며, 항

공사진으로 알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 국토의산림면적이 70% 이상인우리나라

에서의산림조사는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된다.

원격탐사는사람의접근이불가능한지역에대한광

범위한탐사에효과적이며, 시계열적관측및분석이가

능하다. 식생의 분광반사특성은 가시광선 녹색영역에

서반사율이높고적색영역에서반사율이낮아녹색으

로 보인다. red edge파장대역에서 반사율의 반응이 커

지기 때문에 식생조사를 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침엽수보다활엽수의반사율이높아서비교적침

엽수와활엽수의구분은쉬운편이며, 수종간미묘한반

사특성차이로높은정확도의분류결과를얻기에는아

직 어려운 단계로 동일 식생이라도 계절 등의 영향에

따라 분광반사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Kwon, 2018).

SlideServe.(2014)은 영급에 따른 식생지수(NDVI)의 값

에변화가있으며, NDVI는영급과양의상관과계로일

정영급이상부터는크게영향을받지않는다고설명하

였다. Markus et al.(2016)은 수종 별로 파장대역에 따른

반사도차이를확인하였으며, 각파장대역에서활엽수

가칩엽수에비해반사도가높게나탔다고설명하였다.

Herrmann et al.(2011)은 NDVI와 Red Edge Band는식생

분류에 유용하다 밝혔다. Murai et al.(1974)은 활엽수의

수분저장력이침엽수에비해높고수종에따라물저장

정도에차이가있다고하였다. 영상에서는그림자의분

포에의해영상의질감이결정되는데, 수령과수종이일

정한단층구조의인공림의경우목본들사이에그림자

가일정하여질감이부드러우며, 수령과수종이다양한

다층구조자연림의경우질감이거칠다(Hay et al., 1996;

Hwang, 2018).

최근 빅데이터(Big data)의 급부상으로 학습에 이용

될데이터가풍부해진배경에맞춰기계학습을심화시

킨딥러닝(Deep learning)이주목받고있다. 기계학습은

결정트리(decision tree),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 서

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등의 알고리즘

이 있으며 훈련 데이터(training data)의 유무에 따라 지

도학습(supervised learning)과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으로나뉜다(Kim, 2011). 지도학습은정답을아

는상태로학습하는방식을의미하며, 주어진데이터의

유추결과가연속적인것에대해회귀분석(regression)이

라정의하고, 데이터의결과를이산적분류하는것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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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연림은 산림의 조성 과 보육 등에 인공적인 사람의 힘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상태의 산림이다. 반면

인공림은사람이조성및보육관리하는숲으로목재생산, 자연재해예방, 방풍등의목적을가지는산림이다.

인공림은목재생산등인간이목적을가지고관리하여단위면적당더많은목재를생산할수있는경제적장

점도가지고있다. 자연림과인공림의구분은산림형태의관리방법과목정이상이하여산림조사에서기본적

으로조사하는요소이며, 자연림과인공림의구분은항공사진판독과현지조사등의절차를통해이루어진다.

본연구에서는자연림과인공림의분류에 KOMPSAT-3, 3A, 5 위성영상데이터에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을적용하여자연림과인공림의분류도를만들고, 산림청의 1/5,000임상도의자연림과인공림

분류도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산림의 자연림과 인공림 구분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

1/5,000 임상도와비교했을때, 학습결과분류전체정확도는 77.03%이다. 영상의획득시기와산림의침엽수

와활엽수등기타요인이인공신경망을이용한산림의인공림과자연림의구분에많은영향을미치는것을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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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classification)라한다.

비지도학습은결과를제공받지않고알고리즘스스

로패턴이나규칙을만들어결과를제공한다. 지도학습

은 학습 및 결과 추정과 예측에 조점을 맞추었다면, 비

지도학습은결과값을제공받지않기때문에결과에대

한검증이주관적인판단이개입된다. 지도학습처럼패

턴을이용한새로운데이터결과의도출에는사용되지

않는편이다. 산림의조사에광범위한지역탐사에효과

적인 인공위성의 영상자료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탁월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은 1943년McCulloch와 Pitts의논문에서최초로제안되

었다. ANN은신경세포들의신호전달체계에서영감을

얻어개발된통계학적학습알고리즘으로사람의신경

구조를 복잡한 스위치들이 연결된 네트워크로 표현할

수있다고제안하였다(Warren et al., 1943; Solaris, 2017).

Kang et al.(2000)은최대우도법보다정확한식생도를인

공신경망기법을 통해 작성이 가능해졌고, 인공지능적

인요소를가미하여분류하기애매한화소값에대해서

도정확한작업을가능하게하여신경망이론의연구결

과가 일반적인 분류기법보다 분류정확도가 높다고 제

시하였다. ANN의 장점은 입력데이터로부터 학습 후

원하는근사값의함수를만들수있는것이다. ANN은

예측되는데이터의근본적인이해가중요하며크게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나치게 복잡한 모델은 학습과

정에서 Overfitting결과가발생할수있으며, 복잡한데

이터의예측은많은연구와시간의투자가필요하다. 적

절한알고리즘의선택은ANN의분석결과는높은예측

값을가지게된다. 따라서, ANN을사용한다면많은비

용이 발생하는 항공사진촬영과 사람이 직접 조사하는

비용에비해상당히효과적이라고볼수있겠다.

Kwon(2018)은국내의경우자연림과인공림의분류

의 경우 수종(침엽수/활엽수)의 영향을 많이 받고, 5월

의영상에서분광적차이가자연림과인공림분류에적

절하다고분석하였다. 이에본연구는우리나라위성인

KOMPSAT-3, 3A, 5의 위성에서 촬영된 다양한 영상을

활용하였다. 산림청의 1/5,000 임상도의자연림, 인공림,

침엽수, 활엽수의정보와KOMPSAT-3, 3A, IR(Infra-red)

의위성영상을국토지리정보원의 DEM(5 m급)을이용

하여 지형보정 후 IR맵 제작, Multispectral영상에 대하

여정규식생지수(NormalizedDifferenceVegetation Index)

와정규수분지수(Normalized Difference Water Index)의

지수맵과 지수 텍스쳐맵(Texture Map)을 제작하였다.

KOMPSAT-5 위성 레이더 영상은 텍스쳐맵을 제작 후

SRTM(약 30 m급)을이용하여지형보정을수행하였다.

제작된데이터들을ANN에적용하여학습시키고, ANN

학습을통한확률도를제작하고, 확률도로부터임계값

을설정하여자연림, 인공림분류도를제작한다. 침엽수

와활엽수의분광적차이가확실하고식생분석이어려

운계절인초봄(4월), 가을(10월), 겨울(2월)의광학, IR, 레

이더영상까지활용한최종분류도와산림청의 1/5,000

임상도를비교분석하고자한다.

2. 연구지역및사용데이터

본연구의연구지역은산악지형이많은우리나라의

강원도삼척시일원으로많은산림이골고루분포되어

있다. ANN연구를위해수집된각영상의범위를고려하

여연구영역을설정하였다. 연구영역은자연림, 인공림,

침엽수, 활엽수의구분이임상도에고루분포되고있다.

연구영역은산림의계절적분광차이가있는지역과없

는지역같이존재하여산림의구분에영향이있는지역

으로선정하였다. Fig. 1은연구지역이며좌측한반도에

서붉은색으로표시된영역이삼척시지역에해당한다.

우측 정사영상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KOMPSAT-3의

정사영상이며, 빨간색점선박스가실제 ANN연구지역

이다. 본연구에서는 2017년 10월 31일가을시기에촬영

되어제작된 KOMPSAT-3 Fig. 2(a)의Multispectral정사

영상은 GSD(Ground Sample Distance)가 2.8 m급이며,

태양방위각과고도각은각 36.13°, 160.13°이다. Fig. 3(b),

(c)의KOMPSAT-3AMultispectral, IR정사영상은 2018년

2월 16일겨울시기에촬영되었으며, GSD는각 2.2 m, 33

m이다. 태양 방위각과 고도각은 각 36.53°, 150.09°이다

(Table 1). Fig. 3(a), (b)의 KOMPSAT-5 위성 레이더영상

은 Fig. 3(a)의 Ascending영상의제원은 2018년 2월 13일

에 촬영, Incidence angle 47.90°, Azimuth spacing 1.99 m,

ground range spacing 1.93 m, Fig. 3(b)의 Descending영상

의제원은 2017년 4월 7일에촬영, Incidence angle 45.46°,

Azimuth spacing 1.85 m, ground range spacing 1.95 m이다

(Table 2). 촬영모드는모두 Stripmap이다. KOMPSAT-3,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KOMPSAT-3/3A/5 영상으로부터 자연림과 인공림의 분류

–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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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위성 정사영상의 지형보정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에서제작된 5 m급의DEM을사용하였다(Fig. 4(a)). 임상

도정보는 산림청의 산림공간서비스를 통하여 1/5,000

임상도를 제공 받았으며, Fig. 4(b)는 산림청의 1/5,000

임상도를통해연구지역에인공림과자연림에대한분

포도이다. Fig.4(c)는임상도정보중침엽수와활엽수에

대한 분포도이다. 영상, 임상도, DEM등 모든 영상 연

구자료는지형보정등을수행후동일한픽셀을계산하

기위해같은사이즈(가로 800 m ×세로 800 m)로컷팅

하였으며, GSD를 2.2 m로 resampling하였다. 좌표계는

GRS80(동부원점)을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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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the RGB map of Samcheok, Korea; Red dotted box indicates the study area.

Table 1.  Parameters of KOMPSAT-3 and -3A images used in this study

Parameters
KOMPSAT-3 KOMPSAT-3A
Multispectral Multispectral IR

Date (YYYY.MM.DD) 2017.10.31 2018.02.16
Ground sample distance (m) 2.80 2.2 33

Sun altitude angle (deg.) 36.13 36.53
Sun azimuth angle (deg.) 160.13 150.09

Table 2.  Parameters of KOMPSAT-5 image used in this study

Parameters
KOMPSAT-5

Ascending Descending
Date (YYYY.MM.DD) 2018.02.13 2017.04.07
Incidence angle(deg.) 47.90 45.46
Azimuth spacing(m) 1.99 1.85

Ground range spacing(m) 1.93 1.95
Mode Stripmap Strip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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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ormalized texture maps from ascending(a) and descending(b) KOMPSAT-5 Acquisitions.

Fig. 2.  Real color image from (a) KOMPSAT-3, (b) KOMPSAT-3A, (c) KOMPSAT-3A Infra-red band.

Fig. 4.  (a) Digital elevation model(5m) from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b) reference data from 1/5,000
stock map which shows the spatial distribution of natural and artificial forests, (c) the spatial distribution of Needleleaf
and Broadleaf Tree from 1/5,000 stock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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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Fig. 5는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흐름을 나타낸다.

대기효과는위성영상에서공간적으로저주파형태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광학

영상자료를활용할때에대기효과에대한보정을수행

한다. 하지만 본 연구 지역의 경우 산악지역으로 구성

된 매우 좁은 영역이기 때문에 대기 효과에 의한 변이

가공간적으로유사하다. 따라서대기보정의유무가최

종처리결과에큰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판단했다.

이때문에대기효과에대한보정을수행하지않았다.

한편본연구지역은산악지형으로지역적인지형효과가

심하게발생했다. 산악지역에서발생한지형오차의경

우학습과정및분류결과에오차를야기할수있다. 따

라서본연구에서는지형효과에대한보정을수행했다.

인공위성영상자료는지형이편평하지않아태양입사

각의영향을받기때문에지형보정처리를거친다. 산악

지역특성상 태양입사각에 영향으로 태양 경사면과 그

늘경사면이생긴다. 태양경사면은일반적으로낮은반

사도를 가지게 된다. Manqi et al.(2013)은 지형보정처리

효과가분류정확도를향상시켰음을제시한바있다. 태

양입사각의 영향 최소화 하여 ANN분류 정확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 지형보정처리를 수행하였다. 지형보정

처리는가장널리이용되는지형보정모델중 Statistical-

empirical모델을선택하여KOMPSAT-3, 3A영상을지형

보정을 수행하였고, 보정식은 식 (1)과 같다(Teillet et al.,

1982; Kwon et al., 2017).

      ρh = ρ – {a cosi + b} + ρ–                        (1)

Fig. 6은 지형보정효과를 육안으로 보기 위한 그림

이다. Fig. 6(a), (b)는 KOMPSAT-3 Multispectral 영상의

지형보정적용 전·후 이며 사면에 의한 영향이 저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c), (d)는 KOMPSAT-3A의

Multispectral영상의지형보정적용전·후는KOMPSAT-

3의영상보다육안으로지형보정효과가크게드러나지

않았다. KOMPSAST-3A지형보정효과가 적은 이유는

영상의구름등대기의영향으로예측된다. 지형보정이

완료되면밴드별 SUN LIT, SUN Shading slop의히스토

그램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지형보정이 완료된 영

상으로부터 NDVI, NDWI, Texture map를제작하였다.

Fig. 7은KOMPSAT-3의지형보정전·후RED, GREEN,

BLUE, NIR밴드(Band)의 히스토그램(Histogram)을 나

타낸다. Fig. 8은KOMPSAT-3A의지형보정전·후RED,

GREEN, BLUE, NIR밴드(Band)의히스토그램을나타

낸다. 각 밴드별 SUN LIT, SUN Shading slop의 히스토

그램이 정확하게 일치할수록 지형보정효과가 높다고

볼수있다. 지형보정이완료된영상은 Fig. 9(a), (b)와같

이 각 위성영상 별 RED밴드와 NIR밴드의 조합으로

식생의적색광과근적외선의반사율에차이가큰특징

을이용하는NDVI지수맵을작성하고값이 1에가까울

수록식생의밀도가높게나타난다. Fig. 9(c), (d)와같이

Green밴드와 NIR밴드의 차이를 이용하여 식생의 캐

노피수분함량에따른분광특성을이용한NDWI지수

맵을제작하였다.

다음으로제작한데이터는질감(texture) 데이터이다.

제작된 지수맵은 식생지역을 판별하는데 입력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보다 세분화된 산림정보 추출을 위

해서는산림의특성을구분할수있는영상자료기반의

정보가요구된다.

산림의밀도표현지수는지표의거칠기정보를나타

내는 텍스쳐맵 제작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위성 레이

더영상은 두 영상의 융합을 위해서 먼저 상·하향 궤도

영상을서로차분하여차분영상을생성하였다. 차분영

상의값분포의평균과표준편자를계산하여차분영상

의값분포가신뢰구간 99%를넘어가는경우지형에의

한 효과 혹은 노이즈에 의한 효과로 고려하고 작은 화

소값을선택하였다. 또한화소값의차이가 99% 신뢰구

간을 넘어가지 않는 경우 상·하향 궤도 영상의 평균값

을적용함으로써오차를저감하였다. Fig. 9(e)와같이최

종Adaptive Fusion을통해KOMPSAT-5 위성레이더영

상의텍스쳐맵을제작. Fig. 9(f), (g)와같이 KOMPSAT-

3. 3A의 NDVI, Fig. 9(h), (i)와 같이 KOMPSAT-3. 3A의

NDWI지수맵의각텍스쳐맵을제작하였다.

자연림과 인공림의 분류에 사용된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중 ANN이다.

기계학습은학습을위한많은데이터와참값이요구

되며, 학습 데이터가 많으면 해당 분석 알고리즘을 반

복적으로처리하는능력을갖게된다. ANN은병렬처리

측면에서 인공신경망을 기술한 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분양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방법이다. Fig. 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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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opographic corrected images; KOMPSAT-3 images of (a) before correction and (b) after correction,
KOMPSAT-3A images of (c) before correction and (d) after correction.

Fig. 5.  Overall dat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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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KOMPSAT-3 digital number distribution of before (a, c, e, g) and after (b, d, f, h) topographic correction; red band
(a, b); green band (c, d); blue band (e, f); and Near-infrared band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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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KOMPSAT-3A digital number distribution of before (a, c, e, g) and after (b, d, f, h) topographic correction; red
band (a, b); green band (c, d); blue band (e, f); and Near-infrared band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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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의모식도로, 본연구에서는학습을위해멀티레이

어퍼셉트론알고리즘(MultiLayer Perceptrons Algorithms;

MLP)을활용하였으며, 기존의퍼셉트론이선형분류의

한계에 의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MLP알고리즘

은 중간 레이어(Hidden Layer)를 추가함으로써 여러개

의선형분류판별선을그리는효과로문제를해결할수

있었다(McClelland et al., 1986). MLP 알고리즘은 Input

Layer, Hidden Layer, Output Layer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시냅스(synapse)간연결강도를조정하며최종적으로

예측및추정을수행한다.

MLP 알고리즘은 학습을 위해 오차 역전파 학습기

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차 역전파 기법은 전방향 네트

워크(feed-forward network)로 입력신호가 은닉층으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출력되는것이다. 출력값과참값

을비교하며오차를구하고, 오차를줄여나가는방향으

로오차를전파하여가중치를수정한다. 연결강도를조

정하기 위한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가 사용되

는데, 본연구에서는일반적으로사용되는단극성시그

모이드 함수(Logistic)가 사용되었고, 그 식은 식 (2)와

같다. 결과값을 함수에 따라 0부터 1사이의 값으로 조

정하고, 이는 0또는 1의확률로결과를나타낸다(Kwon,

2018; Hwang,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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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schematic diagram of an artificial neural network using multiple perceptrons.

Fig. 9.  NDVI maps of KOMPSAT-3 (a), KOMPSAT-3A (b), NDWI maps of KOMPSAT-3 (c) and KOMPSAT-3A (d); Texture
map of KOMPSAT-5 (e); texture maps of KOMPSAT-3 NDVI map (f) and KOMPSAT-3A NDVI map (g), texture maps
of KOMPSAT-3 NDWI map (h) and KOMPSAT-3A NDWI map (i); and Infrared map of KOMPSAT-3A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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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σ
      σ(z) = —————                          —– (z) =        (2)

1 + exp (– z) ∂z

σ(z)(1 – σ(z))

자연림과 인공림 구분을 위한 ANN도구로 대량의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오픈 소프트웨어 WEKA(Waikato Environment for

Knowledge Analysis)를 사용하였다(Witten et al., 2005).

WEKA의많은알고리즘중에서ANN을위한MultiLayer

Perceptrons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수

행하였다. ANN의 입력자료로 KOMPSAT-3, 3A의 영

상으로 제작한 NDVI, NDWI, NDVI Texture, NDWI

Texture, IR, KOMPSAT-5 Texture map 까지 총 10개의

맵을제작하였다. WEKA를통한데이터마이닝을위해

NDVI, NDWI, Texture map, IR map, 임상도를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타

입으로변환하였다. 임상도를참조하여각영상에서비

산림지역을 제외한 픽셀값을 취득하여 영상 당 총

462,493개의픽셀값을자연림과인공림분석에사용하

였다.

WEKA Input layer로 KOMPSAT-3의 NDVI, NDWI,

NDVI Texture, NDWI Texture, KOMPSAT-3A의NDVI,

NDWI, NDVI Texture, NDWI Texture, IR, KOMPSAT-5

Texturempa의픽셀값과임상도의자연림은 0, 인공림은

1로 인식하도록 구분하여, WEKA에 대한 입력 레이어

(Input layer)로하여자연림과인공림분류에관한학습

및분류를수행하였다.

4. 연구결과

WEKA를통해자연림과인공림구분학습으로이루

어진각픽셀에대한확률데이터를래스터화하기전원

하지 않는 정보인 노이즈(nois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감소시키기위해 3×3 크기의중앙값필터(median

filter)를적용하였다. 노이즈를제거한통계데이터를자

연림과인공림에대한확률도로제작하였다(Fig. 11). 확

률도의 히스토그램에서 0.78의 확률값을 임계값으로

설정하고 인공림<0.78≦자연림으로 분류하여 분류도

를 작성하였다. Fig. 12(c)는 최종 ANN의 결과로 작성

된분류도결과이다. 정확도를분석하기위해 Fig. 12(a)

의임상도자연림과인공림구분도와 Fig. 12(b)의임상

도의침엽수와활엽수구분도를분류도와비교하여수

행하였다.

침엽수와활엽수의정보를추가한이유는활엽수는

자연림에 많이 포함되어있고 인공림에는 거의 조성이

없었다. 또한침엽수는인공림의조성에많이이용되기

때문이다. 인공림과자연림의구분에서침엽수와활엽

수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분석확률을 추정

하기위함이다.

Table 3과 같이 ANN 분류에 관한 오차행렬(Error

Matrix)를 작성하여 분석을 하였다. 먼저 총 픽셀수는

466,264개 이며, ANN이 인공림구분으로 침엽수인 인

공림을 27,016개, 활엽수인인공림을 277개로맞게구분

하였고, ANN이 자연림구분으로 침엽수인 자연림을

276,314개, 활엽수인 자연림을 55,572개로 맞게 구분하

였다.

이를 통해 계산된 전체정확도(overall accuracy), 즉 오

차행렬의 대각선 픽셀수의 합을 총 픽셀수로 나눈

77.03%이다. 생산자 정확도(producer accuracy)는 오차

행렬의대각선픽셀수를임상도의항목당계로나눈것

이다. 침엽수에대한인공림의생산자정확도는 74.0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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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robability map of artificial forest via ANN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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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자연림의생산자정확도는 82.63%이다. 활엽수에대

한인공림의생산자정확도는 64.12%이며자연림의생

산자정확도는 58.53%이다. 사용자정확도(User accuracy)

는오차행렬의대각선픽셀수를 ANN을이용해분류된

각항목당계로나눈것이다. 인공림의사용자정확도는

21.88%이며, 자연림의사용자정확도는 97.18%이다.

ANN의분류결과에영향의요인으로는첫째, 인공림

의정확도의분석은최종사용자정확도는 21.88%로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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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Reference data of Forest type from 1/5000 stock Map, (b)tree type map from 1/5000 stock Map, (c) Forest
type Classification Map using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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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 산림통계연보(2018)에 따르면, 인공림의

91%가소나무, 잣나무등침엽수림이다. 즉높은확률로

대부분의 인공림은 침엽수림이며, 활엽수림은 자연림

이라고볼수있다. 이는침엽수림인인공림과자연림의

트레이닝결과가구분될확률이낮아질가능성을의미

한다. 둘째, 영상의촬영시점이계절적으로KOMPSAT-3

영상은 10월에 촬영된 가을시기였기에 육안확인 결과

많은양의나뭇잎이확인되었고, KOMPSAT-3A의영상

은 2월에 촬영된 겨울시기였기 때문에 활엽수 등의 나

뭇잎이많이떨어진상태였다.

KOMPSAT-5 위성 레이더영상 역시 ascending,

descending영상이각 2월과 4월에 1년의차이로촬영되

었기때문에나뭇잎이많은시기에촬영된영상이아니

라는점을감안해야한다. NDVI, NDWI, Texture map이

식생의 촬영시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맵이기 때문에

ANN의분류확률에영향을주었을것이다.

ANN의 최종 산림 구분도를 육안으로도 확인한 결

과자연림과인공림의경계부분에서ANN의산림구분

확률이낮다고예측이되었다. 인공림의조성된시기가

오래되었을수록자연림에가까워져서구분이어려웠

을것으로판단된다.

오차행렬에대한최종결과로인공림과자연림의구

분에서침엽수림의나무의정보나토양등추가교육자

료와균일한시기의촬영영상을사용한다면더높은분

류결과를얻을것으로예상된다.

5. 결 론

넓은지역을탐사하는데효과적인원격탐사는인간

의접근이용이하지않은산림의분석과조사에유용한

접근방법이다. 광범위한데이터를분류하는데탁월한

인공신경망을결합하여연구, 분석하는것은상당히유

용하다고할수있다.

산림에대한원격탐사와머신러닝기법을이용한분

석은대다수산림과비산림의구분에대한연구가많았

으며, 아직까지머신러닝을이용한산림연구형태의다

양한사례는많지않았다.

산림은 조성시기, 목적 등 다양한 사례로 자연림과

인공림으로 구분되며, 침엽수과 활엽수의 산림형태가

가지는분광적, 생물학적특징을고려하여위성영상과

인공신경망에인한학습및분류는많은시간과인력이

필요하지않기때문에효과적인연구방법으로고안하

였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KOMPSAT-3/3A/5 영상으로부터 자연림과 인공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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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rror matrix of classification
unit : pixel

Division

Vegetation Map

Total

Overall
User

accuracy
(%)

Needleleaf Tree Broadleaf Tree

artificial
forests

natural
forests Subtotal

Sub User
accuracy

(%)

artificial
forests

natural
forests Subtotal

Sub User
accuracy

(%)

ANN
Result

artificial
forests 27,016 58,071 85,087 31.75 277 39,370 39,647 0.70 124,734 21.88

natural
forests 9,489 276,314 285,803 96.68 155 55,572 55,727 0.28 341,530 97.18

Total 36,505 334,385 370,890 432 94,942 95,374 466,264

Producer
accuracy

(%)
74.01 82.63 64.12 58.53

Overall accuracy 
(%) 7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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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자료로우리나라위성인KOMPSAT-3, 3A,

R, G, B, NIR band와 IR영상그리고X-bandKOMPSAT-5

영상을 식생분석에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band의 활용

을고려해보았다.

본연구에서는지형보정을수행한 KOMPSAT-3, 3A

위성영상으로부터NDVI, NDWI, NDVITexture, NDWI

Texture, IR map을제작하였다. KOMPSAT-5 위성레이

더의영상의 Texture map를제작하였다. 임상도의자연

림과 인공림 경계 래스터로 제작 하였고, 제작된 모든

데이터를하나의데이터로오픈소스WEKA를이용한

인공신경망의학습자료로사용하였다. 학습결과로얻

은 확률도에 임계값 0.78을 설정하여 인공림과 자연림

구분도를제작하였다. 제작된구분도의오차행렬(Error

Matrix)을분석한결과침엽수에대한인공림의생산자

정확도는 74.01%, 자연림의 생산자 정확도는 82.63%

이다.활엽수에대한인공림의생산자정확도는 64.12%,

자연림의생산자정확도는 58.53%이다. 인공림의사용

자정확도는 21.88%, 자연림의사용자정확도는 97.18%

이다. 전체정확도는 77.03%였다.

우리나라의경우계절의변화가침엽수와활엽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늦봄부터 초가을 까지 침엽

수와 활엽수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다. 늦

가을낙엽이떨어지는시기부터새잎이자라는봄까지

침엽수와활엽수의육안구분은가능하지만분광적차

이가있는자연림과인공림의구분은어렵다.

인공림이조성되고오랜시간이지나면자연림과큰

차이가 없는 천이과정을 거치되면 인공림과 자연림의

지수맵으로구분이어렵게된다. 인공신경망의분류확

률이계절적인특성에따라상당수의산림이다르게분

류 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공림과 자연림에 ANN

의분류결과연구자료인영상의촬영시기가각계절특

성이 크게 다른점과 영상별 원본 해상도, 자연림과 인

공림의다양한형태와구조가많은지역적특성등으로

인공신경망으로 자연림과 인공림만의 특성을 구분하

기어려웠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자연림과인공림이

만나는경계부분에서의 ANN분류확률도낮게나오는

것을육안으로확인하였다. 이러한단점을극복하기위

해 좀 더 많은 학습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오차행렬을

통해인공림과자연림의인공신경망을이용한분류시

침엽수와 활엽수의 정보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되었다. 본연구에서다양한시기의영상자료를

확보하여활용하지못했다는점과다양한기계학습기

법을이용하지못한아쉬운점이남아있으며, 산림의자

연림과 인공림의 군락나무의 특성, 토양의 재질 등 많

은 정보를 포함하여 기계학습의 학습데이터로 분석을

수행한다면광범위한원격탐사의산림연구, 조사분야

에서더욱발전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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