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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도시녹지는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한 도시 생태계 유지 및 관

리를 위해서는 도시녹지의 공간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환경부에서는 2010년 이후부터 총 41

개의 분류 항목을 갖는 1m 급 해상도의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제공해오고 있으나, 가로수와 같

은 도시 내 고해상도 상세 녹지 정보는 기타 초지로 분류되거나 누락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지역을 대상으로 1m 이하 급의 고해상도 원격탐사 자료(항공 LiDAR 및 RGB 

정사영상)를 이용하여, 기존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고해상도의 상세 도시 녹

지(수목, 관목 및 초지) 정보를 분류하고자 하였다. 분류 기법으로는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분할 

방법인 U-Net 구조의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분류 항목의 수 및 사용하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총 

3가지의 모델(LRGB10, LRGB5, 및 RGB5)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검증 지역에 대한 세 

모델의 평균 전체 정확도는 각 83.40%(LRGB10), 89.44%(LRGB5), 74.76%(RGB5)이며, 항공 

LiDAR와 RGB 정사영상을 함께 사용하여 총 5개의 항목(수목, 관목, 초지, 건물, 및 그 외)을 분

류하는 LRGB5 모델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원시의 수목, 관목 및 초지 기준의 전체 녹

지 현황은 각 45.61%(LRGB10), 43.47%(LRGB5), 및 44.22%(RGB5)로 나타났으며, 세 모델 

모두 기존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와 비교하여 평균 13.40%의 도시 수목 정보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러한 도시녹지 분류 결과는 향후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와 같은 기존 

GIS 정보와의 융합을 통해 가로수 녹지 비율 현황 등 추가적인 상세 녹지 현황 정보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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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다양한 도시녹지 연구 및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도시녹지, 영상 분류, 항공 LiDAR, RGB 정사영상, 토지피복지도, U-Net

ABSTRACT

Urban green space is an important component for enhancing urban ecosystem health. 

Thus, identifying the spatial structure of urban green space is required to manage a 

healthy urban ecosyste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provided the level 3 land 

cover map(the highest (1m) spatial resolution map) with a total of 41 classes since 

2010. However, specific urban green information such as street trees was identified just 

as grassland or even not classified them as a vegetated area in the map.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d detailed urban green information(i.e., tree, shrub, and grass), not 

included in the existing level 3 land cover map, using two types of high-resolution(<1m) 

remote sensing data(i.e., airborne LiDAR and RGB ortho imagery) in Suwon, South 

Korea. U-Net, one of image segmentation deep learning approaches, was adopted to 

classify detailed urban green space. A total of three classification models(i.e., LRGB10, 

LRGB5, and RGB5) were proposed depending on the target number of classes and the 

types of input data. The average overall accuracies for test sites were 83.40% 

(LRGB10), 89.44%(LRGB5), and 74.76%(RGB5). Among three models, LRGB5, which 

uses both airborne LiDAR and RGB ortho imagery with 5 target classes(i.e., tree, shrub, 

grass, building, and the others), resulted in the best performance. The area ratio of total 

urban green space(based on trees, shrub, and grass information) for the entire Suwon 

was 45.61%(LRGB10), 43.47%(LRGB5), and 44.22%(RGB5). All models were able to 

provide additional 13.40% of urban tree information on average when compared to the 

existing level 3 land cover map. Moreover, these urban green classification results are 

expected to be utilized in various urban green studies or decision making processes, as 

it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urban green space.

KEYWORDS : Urban green space, Image classification, Airborne LiDAR, RGB ortho imagery, 

Land cover map, U-Net

서  론

도시녹지는 공원, 숲, 가로수 등과 같은 도심 

내 식생 공간을 의미한다(Thaiutsa et al., 2008). 

도시녹지는 도심 내에서 도시 경관 개선, 도시 

열섬 현상 완화, 및 탄소 저감 등의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Sung and Min, 2003; Song and 

Park, 2015; Jo et al., 2020), 전반적인 도시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

진다. 최근에는 도시 기후변화 적응의 주요 전

략 중 하나로 도시 녹화의 중요성이 받아들여지

고 있다(Lo et al., 2017). 이러한 도심 내 녹

지의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토지

피복지도와 같은 공간 정보 기반의 도시녹지의 

현황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2010년부터 총 41개의 항목으

로 이루어진 1m 급 공간 해상도의 세분류 토지

피복지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https://egis. 

me.go.kr/main.do), 여러 국내 연구들에서 해당 

자료를 이용해 도시녹지의 현황을 파악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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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Park et al., 2016; Kim et al., 2018b; 

Lee and Lee, 2018).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는 

농업지역, 산림지역, 초지, 습지 및 나지 지역에 

대한 녹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가로수와 

같은 도심 내 상세한 녹지 정보는 제공하고 있

지 않다. 수목이 밀집한 도심 내 공원은 산림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도심 내 가로수, 일

부 공원, 및 주거지역의 수목 등과 같은 상세 

도시녹지 정보는 누락되거나 기타 초지로 분류

되어 오고 있다. 초지와 수목은 도시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온도 저감, 미세먼지 저감 

등)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므로(Armson et al., 

2012; Jeanjean et al., 2016), 정밀한 도시녹

지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세분류 토

지피복지도의 녹지 정보(산림, 농업지역 등)에 

더불어 고해상도의 도시녹지(수목, 관목 및 초

지)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가로수와 같은 도시녹지 정보를 탐지하기 위

해서는 고해상도의 공간 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1m 이하 급의 고해상도의 도시녹지

를 분류하고자 항공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자료와 항공 정사영상 자료를 모

델의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항공 LiDAR 영상

이나 항공사진 자료는 기존의 도시 토지피복 분

류 연구에서 활발히 사용되어 오고 있다(Chang 

et al., 2006; Im et al., 2008; Degerickx et 

al., 2020). 그중 Degerickx et al.(2020)은 

항공 LiDAR 및 분광 영상 자료를 융합하여 사

용하는 것이 상세한 도시녹지 분류에 필수적이

라고 언급하였다. 항공 LiDAR는 수십 ㎝ 급의 

고해상도 관측으로부터 점군(point cloud) 자료를 

구축한 후, 대상의 높이 및 반사 강도(intensity) 

정보 등을 추출할 수 있어 수목과 같은 식생 분

류에 용이하다(Im et al., 2008). 고해상도의 

위성 혹은 항공사진은 상세하고 정확한 토지피복 

분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Oh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

공 정사영상을 분광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 전국에 대해 2010

년부터 2년 주기로 적색, 녹색, 청색(RGB)의 

총 3가지 밴드 영역 정보를 갖는 25㎝ 급 해상

도의 정사영상을 제공해오고 있다(https://www. 

ngii.go.kr/). 해당 정사영상은 식생 정보에 민

감한 근적외선 영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지 않지만, 위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녹지 분류

를 수행할 경우 향후 본 연구 모델의 국내 적용 

및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항

공 정사영상을 이용한 여러 국내 고해상도 토지

피복 분류 연구는 분류 항목이 대분류 혹은 중

분류의 수준으로 이루어져 수목 단위의 상세한 

도시녹지 분류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상황이다 

(Lee and Kim, 2019; Yoo et al., 2020b). 

본 연구에서는 상세 도시녹지에 대해 항공 

LiDAR와 RGB 정사영상을 융합해 사용하는 분

류 모델을 제안하고, 추가적으로 RGB 정사영상 

기반의 도시녹지 분류를 수행하여 항공 정사영

상의 도시녹지 분류 성능 및 활용성을 평가하고

자 한다. 최근 토지피복 분류 연구에서는 합성

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과 

같은 이미지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유

의미한 분류 성능을 보여오고 있다(Sothe et 

al., 2020; Yoo et al., 2020a; Yoo et al., 

2020b). 합성곱 신경망은 기존의 다른 딥러닝 

모델과 달리 이미지의 각 pixels 값뿐만 아니라 

인접한 pixels 사이의 국소적인 관계성(local 

connectivity 혹은 local arrangement)을 학습

할 수 있어 영상의 특징을 훈련하는 것에 대해 

장점을 갖는다(Hoeser and Kuenzer, 2020). 

U-Net은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영상 분할

(image segmentation) 기법 중 하나로, 입력받

은 이미지에서 대상을 탐지하고 동시에 그 대상

의 경계 정보를 함께 추출할 수 있어 다양한 해

상도의 토지피복지도 분류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Cao and Zhang, 2020; Yoo et al., 

2020b). 항공 LiDAR 자료와 고해상도 분광 영

상을 융합하여 도시녹지(수목 등)를 탐지하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이 주로 특정 공간 

유형(예. 공원)에 한정되어 있거나, 점 유형의 

참조 자료를 바탕으로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혹은 DenseNet(Dense convolutional 

network)과 같은 기법을 통해 모델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Liu et al., 2017; Hartli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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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tudy area, Suwon, South Korea. The background 

images are RGB ortho imagery in 2020 provided by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The red contour indicates 

the administrative (i.e., gu) boundary of Suwon

2019; Sun et al., 2019; Zhang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25㎝ 급의 고해상도의 항공 

LiDAR 자료와 항공 정사 영상을 사용하여, 기

존 환경부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를 바탕으로 도

시의 다양한 공간 유형(공원, 주거지역 등) 내 

녹지(수목, 관목 및 초지)를 분류하는 U-Net 

구조의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구축된 모델로

부터 제작된 도시녹지 지도에 대한 정확도 평가

를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지역

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시를 연구 대상 지역으

로 선정하였다(그림 1). 수원시는 삼면이 광교

산맥으로 에워싸여 있고 경사가 완만한 평야 지

대가 넓게 존재한다. 수원시의 면적은 약 121㎢

로 주거지역 36.9%, 상업지역 5.1%, 공업지역 

3.4%, 그리고 산지를 포함한 녹지지역 54.6%

로 이루어져 있다.‘수원시 환경보전계획(2016 

~2025)’(Suwon city, 2016)에 따르면, 수원

시는 지난 2011년에 환경수도를 선포하였으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및‘기후변화에 안

전한 저탄소 녹색도시’와 같은 내용을 환경수

도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각 수백 개의 공원 및 학교숲, 수만 

그루의 가로수 및 도시 자투리 공간 내 생활환

경숲 조성 및 관리 등의 다양한 도시녹지 정책 

및 요소를 가지고 있어 상세한 도시녹지 분류 

수행을 검토할만한 대상지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자료

도시녹지 토지피복지도 제작을 위해 항공 

LiDAR 및 정사영상이 분류 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되었으며, 모델의 참조 자료(referenc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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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세분류 토지피복지도가 사용되었다. 

모든 자료는 같은 격자 범위를 갖는 0.25 m 공

간 해상도의 래스터(raster) 자료로 변환되어 

사용되었다. 분류 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항공 LiDAR 기반의 변수 및 정사영상은 각 변

수의 최솟값과 최댓값을 이용하여 0과 1 사이

의 값으로 선형 변환(Linear stretch)한 후 사

용되었다.

1) 항공 LiDAR

본 연구는 수원시에 대해 2020년 9월 27일

과 28일 양일에 걸쳐 촬영된 항공 LiDAR 자료를 

활용하였다. 라이다 자료는 Leica-Geosystems

사의 TerrainMapper 장비를 사용하여 4,700~ 

4,800ft 높이에서 초당 1563㎑의 주사율로 촬

영되었으며, 20.4pts/㎡의 평균 점밀도를 가진

다. 항공 LiDAR 측량은 수신된 레이저 펄스를 

통해 반사된 지점의 x, y, z 좌표 그리고 반사 

강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레이저 펄스

의 반사 신호(return)와 반사 강도는 지표면 특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항공 LiDAR의 점

군 자료에서 이상치(outlier)를 제거한 후, 초기 

반사 신호(First return)와 말기 반사 신호

(Last return) 값을 이용해 각 반사 신호에서의 

수치표면모델(DSM; Digital Surface Model)을 

래스터 자료로 구축하였다. 또한, 자동분류를 통

해 점군 자료를 지면 자료와 비지면 자료로 분

류한 후, 지면 자료를 통해 래스터 형식의 수치

지형모델(DTM; Digital Terrain Model)을 구

축하였다. 이때 래스터 변환은 각 0.25m 격자

에 포함되는 점군 자료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수

행되었다. DTM 자료와 초기 반사 신호의 DSM 

자료의 차이를 통해 대상 격자의 높이(height)

를 나타내는 수고 모델(CHM; Canopy Height 

Model)을 구축하였다. CHM 계산 방식과 마찬

가지로 DTM과 말기 반사 신호 DSM의 차 및 

초기 반사 신호와 말기 반사 신호 DSM의 차로

부터 두 가지의 높이 영상을 추가적으로 계산하

였다. 반사 강도 영상은 LAS 파일 형식의 점군 

자료로부터 ArcMap 10.1 프로그램의‘LAS 

Dataset to Raster’함수를 통해 생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LiDAR 기반 높이 영상 

및 1개의 반사 강도 영상을 분류 모델의 입력자

료로 활용하였다.

2) 정사영상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0.25m 급 2020

년 항공 RGB 정사영상 자료를 사용하였다. 항

공 정사영상의 경우 전국에 대해 촬영한 항공사

진을 정사 처리 및 색상 보정 하여 2년 주기로 

제작되고 있으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

분하여 각 0.12m 및 0.25m 해상도의 항공사진

을 활용하여 정사영상을 구축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전역에 대한 고해상도 영상

정보 활용을 위해 총 32개의 도엽(수원, 안양, 

남양 및 용인 지역)에 대한 영상을 획득하였다.

3) 토지피복지도

환경부에서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 

me.go.kr/main.do)를 통해 총 3가지 종류의 토

지피복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상도에 따라 

대분류(30m 급), 중분류(5m 급), 및 세분류

(1m 급)으로 나누어진다. 그중 세분류 토지피

복지도는 시가화·건조지역, 농업지역, 산림지

역, 초지, 습지(수변 식생), 나지, 수역에 대한 

총 41개의 상세 분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20년 전국 세분류 토지

피복지도는 2018년 및 2019년 항공 정사영상

과 2019년에 촬영된 아리랑 위성영상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1m 급 공간 해상도를 갖는다. 본 

연구의 분류 모델의 참조 자료 생성을 위해 세

분류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연구방법 내 3.1장에 기재되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분류된 수목 결과를 토지 

이용 정보에 따라 상세히 분류하기 위하여 환경

부의 중분류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하였다. 중분

류 토지피복지도는 총 22개 분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분류 토지피

복지도의 교통 지역, 주거지역, 그 외 시가화·

건조 지역, 및 산림지역의 정보를 활용하여, 분

류된 수목 결과를 각 가로수, 주거지역 내 수목, 

기타 시가화 지역 수목, 산림 내 수목 및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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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ame Number of input variables Input variables Number of classes Classes

LRGB10 7
LiDAR_height, LiDAR_1n,

LiDAR_nt, LiDAR_intensity,
RGB

10
Tree, Shrub, Grass, Agriculture,
Wetland, Vinyl house, Barren,
Water, Building, The others

LRGB5 7
LiDAR_height, LiDAR_1n,

LiDAR_nt, LiDAR_intensity,
RGB

5
Tree, Shrub, Grass, Building,

The others

RGB5 3 RGB 5
Tree, Shrub, Grass, Building,

The others

TABLE 1. The models, classes, and schemes used in urban green space classification

in this study. LiDAR_height is calculated as first return DSM minus DTM 

(i.e. canopy height model). LiDAR_1n is calculated as first return DSM 

minus last return DSM. LiDAR_nt is calculated as last return DSM minus 

DTM. LiDAR_intensity: LiDAR return intensity. RGB means RGB ortho 

imagery. DSM and DTM are digital surface model and digital terrain model, 

respectively

수목으로 세분화하여 수원시의 상세 도시녹지 

정보의 활용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U-Net 기반의 도시녹지 분류 방법

본 연구에서는 U-Net 구조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기존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에서는 나타

나지 않는 도시 수목 및 관목에 대한 도시녹지 

분류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각 분류 모델의 변수 및 분류 항목 정보

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에

서 농경지나 습지와 같은 녹지 항목을 제공하고 

있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농경지나 습지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 총 10개의 항목에 대한 도

시녹지 분류 모델(LRGB10)을 구상하였다. 또

한, 상세 도시녹지 분류에 초점을 맞춰 1m 급 

이하 해상도 수준의 수목, 관목, 초지만을 녹지

로 분류하는 총 5개의 항목에 대한 분류 모델

(LRGB5)을 개발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후자

의 경우, 입력자료로 항공 LiDAR와 RGB 정사

영상을 함께 사용하는 모델(LRGB5)과 국토지

리정보원의 RGB 정사 영상만을 사용하는 모델

(RGB5)을 구축하여 두 모델의 성능 비교를 하

고자 하였다. 

1) 훈련 및 시험 자료 구축

U-Net 모델을 훈련하기 위하여 수원시 내 

다양한 토지피복 유형을 고려해 총 6곳의 

600m(2400 pixels) 격자 크기의 훈련 지역을 

선정하였다(그림 2). 그림 2(a)-(d)는 도심 내 

다양한 녹지 유형 (가로수, 공원 녹지, 주거지역 

녹지 및 수변 환경)을 고려한 훈련 이미지이며, 

그림2(e)-(f)는 각 농경지 및 산림지역에 대한 

훈련 이미지이다. 검증 지역은 훈련 지역과 같

은 격자 크기의 두 지역을 선정하였다(그림 

5(a), (g)). 검증 지역 A는 도심 내 녹지 분류

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주거지역과 가

로수 및 공원이 포함된 지역을 선정하였다. 검

증 지역 B는 주거지역과 가로수 및 농경지가 

포함된 지역을 선정하였다.

모델의 참조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은 그림 3

에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세분류 토지피복지

도의 기존 41개 항목을 각 8개(식생, 농경지, 

습지, 비닐하우스, 나지, 수역, 건물, 및 기타) 

및 3개(식생, 건물, 및 기타)의 항목으로 통합

하였다. 이때, 기존 토지피복지도의 항목에서 산

림(침엽수림, 활엽수림, 및 혼합림)과 초지(기타 

초지 및 인공초지) 항목은 일차적으로 식생 항

목으로 통합되었다. 수목과 관목에 대한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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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6 training sites used to train the U-net classification model in this study. (a)-(d): 

The sites including various urban green space (i.e., parks, street trees, residential areas and 

the waterside) (e): The sites including agricultural area (f): The sites for forestry area

FIGURE 3. An example of constructing reference data. The images of target classes were 

created by adding Tree and Shrub layers to the image of merged classes extracted from the 

original level 3 land cover map by Ministry of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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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U-net structure used in this study.‘Conv2d’indicates 2-dimensional (2D) 

convolution with a kerner size of 3x3 and‘BatchNorm2d’is a batch normalization. The 

number written above each layer indicates the number of channels produced by the layer

해당 지역의 항공 LiDAR의 CHM 영상을 기반

으로 RGB 정사영상 및 네이버(Naver) 사의 로

드뷰를 참고하여 육안으로 각 수목 및 관목을 

판단한 후,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어도비 포토

샵 2021(Adobe Photoshop 2021)의 자동 선

택 도구 기능 등을 통해 두 항목에 대한 2400* 

2400 pixels 크기의 이미지 레이어를 생성하였

다. 이후 수목과 관목에 대한 레이어를 각 8개 

및 3개 항목으로 통합한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항목과 병합하여 총 10개 및 5개의 분류 항목

을 갖는 참조 자료를 생성하였으며, 앞서 식생 

항목으로 통합된 pixel에서 수목 및 관목에 모

두 해당하지 않는 pixel은 최종적으로 초지로 

구분되었다. 

모델의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많

은 양의 계산 메모리가 요구됨에 따라, 그림 2

의 훈련 지역 이미지(각 600m 격자 크기, 가로 

및 세로 2400 pixels)를 가로 및 세로 각 30m 

(120 pixels) 영역의 작은 이미지 패치(patch)

로 분할하여 모델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때, 이미지 패치의 가로 및 세로 길이에 대해 

50% 수준의 겹침(overlapping)을 허용하여 패

치를 생성해 더 많은 양의 훈련 자료를 구축하

고자 하였다. 총 6곳의 훈련 지역에 대해 생성

된 이미지 패치를 각 지역 내에서 7:3의 비율로 

무작위 분배하여 최종 훈련(n=24901) 및 검증

(n=10673) 자료를 구축하였다. 

2) U-Net 모델

U-Net architecture는 생의학 분야에서 세

포의 경계를 추출하려는 영상 분할의 목적으로 

개발된 완전 합성곱 신경망(fully convolutional 

network)이다(Ronneberger et al., 2015). 일

반적인 합성곱 신경망은 입력 이미지와 커널 필

터의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는 합성곱 층으로 구

성되어 있어, 초기 입력 이미지에 대한 최종 라

벨을 출력하는 분류 문제에 많이 활용되어 오고 

있다(Kim et al., 2018a; Yoo et al., 2020a).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모델에서는 합성곱 연산

이나 풀링(pooling) 과정을 통해 신경망 층을 

거쳐 갈수록 초기 입력 이미지보다 공간 차원이 

축소된 특징 맵(feature map)이 출력되기 때문

에, 초기 입력 이미지의 각 pixel에 대한 pixel 

별 라벨 값을 출력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한

다. 이러한 점에서 U-Net은 입력 이미지의 공

간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인 인코더(encoder 혹

은 contracting path)와 인코더를 통해 축소된 

특징 맵의 공간 차원을 다시 확장하는 디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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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cheme
(Table 1)

Training sites (Fig. 2)

(a) (b) (c) (d) (e) (f) Average

LRGB10 96.32 96.11 96.10 96.41 97.92 99.43 97.05

LRGB5 96.85 96.83 96.74 97.17 98.82 99.64 97.68

RGB5 94.33 95.16 94.30 95.69 97.40 99.22 96.02

TABLE 2. The overall accuracy(%) of classification results for training sites

(decoder 혹은 expansive path)로 구성되어 

있어, 입력 이미지에 대한 하나의 라벨 정보가 

아닌 초기 입력 이미지의 각 pixel에 대한 라벨 

정보를 갖는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출력할 수 있

다. 단, 인코더 내 합성곱 층을 거치면서 이미지

의 가장자리 pixels에 대한 정보가 손실되기 때

문에, 디코더에서는 손실된 정보를 보완하고자 

인코더에서 생성된 특징 맵과 디코더의 특징 맵

을 결합하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Ronneberger

et al., 2015).

본 연구에서 구성한 U-Net 구조 기반 모델

은 그림 4와 같다. 기본적으로 합성곱 층, 배치 

정규화(Batchnormalization) 층, ReLu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 층의 총 3개의 층이 

연속되어 진행되는 형태가 두 번 반복되며, 이

후 인코더와 디코더에 따라서 각 최대 풀링 계

층(Max pooling)과 업샘플링층(Upsampling)

이 연결되어 있다. 맨 처음 합성곱 층에서 입력 

변수의 수 만큼을 입력 채널로 받으며, 마지막 

신경망 층에서 모델에 따라 최종 분류 항목을 

채널 수로 출력하는 구조를 갖는다. 합성곱 층

의 커널 사이즈는 3, stride는 1로 설정하였으

며, 최대 풀링 계층과 업샘플링층의 커널 사이

즈는 3, stride는 2로 설정하였다.

3) 분류 결과 평가

본 연구의 분류 모델의 각 결과를 비교 및 평

가하기 위하여 분류 결과의 전체 정확도(Overall

accuracy)를 계산하였다. 전체 정확도는 평가 

이미지의 모든 분류 항목의 분류 결과를 바탕으

로 계산하였다. 상세 도시녹지 정보를 나타내는 

수목 항목의 경우에는 생산자정확도(Producer’s 

accuracy)와 사용자정확도(User’s accuracy)

를 계산하여 성능을 논의하였다. 수원시 내 국

가 보안 지역에 대해서는 모델 결과를 기존 세

분류 토지피복지도에서 나타나는 항목으로 대체

한 후 평가를 진행하였다.

결과 및 토의

1. 분류 결과 성능 평가

표 2는 훈련 지역에 대한 각 모델별 분류 결

과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세 모델 모두 훈련 지

역에 대해 평균 96% 이상의 전체 정확도를 보

였으며, 그중 LRGB5 모델의 훈련 정확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세 모델 모두 산림지역

(그림 2(f))보다 도심 지역(그림 2(a)-(d))에

서 훈련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훈련

에 사용한 도심 지역의 이미지가 훈련 패치 크

기(30m*30m) 내에서 산림지역보다 복잡한 토

지피복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그림 5는 검증 지역에 대한 각 모델의 분류 

결과 지도를 나타내며 표 3은 검증 지역에 대한 

모델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훈련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RGB5가 검증 지역 A 및 B에 대

해 각 85.97% 및 92.91%로 세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LRGB10 및 

LRGB5 모델이 RGB5 모델보다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분광 영상만을 사용하여 분류를 수행

하는 경우에는 비슷한 분광 특성을 갖는 물체를 

구별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하나, 항공 LiDAR를 

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광 특성과 별개

로 대상의 높이 정보까지 고려할 수 있어 정밀

한 분류 수행이 가능하다(Zhong et al., 2017). 

총 10개의 항목을 분류하는 LRGB10 모델이 5

개의 항목을 분류하는 LRGB5 모델보다 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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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two test sites for each model. (a)-(f) are classification 

results for site A while (g)-(l) for site B. (b),(d),(h), and (j) are reference images, (c) and (i) 

are the classification results by LRGB10, (e) and (k) are those by LRGB5, and (f) and (l) are 

those by RGB5. The values in the parenthesis indicate the overall accuracy of each 

classification result

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분류 모델

의 분류 항목이 증가할수록 분류 결과의 전체 

정확도가 감소하는 경향과 일치했다(Van Thinh 

et al, 2019). LRGB10 및 LRGB5 모델 모두 

훈련 지역과 비교하여 검증 지역 A의 전체 정

확도가 평균 약 10% 내외의 감소를 나타내었는

데, 이는 주거지역 내 건물 및 수목 경계 부분

에 대한 분류 결과 불일치 및 일부 초지 영역에 

대한 미탐지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b)-(e)). 검증 

지역 B에서 LRGB10 모델의 전체 정확도는 

82.20%로 나타났으며, 크게 농경지에 대한 오

분류 및 나지 지역에 대한 미탐지로 인해 검증 

지역 A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확도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5(i)). 해당 부분

은 다양한 농경지 지역에 대한 훈련 자료를 추

가로 확보하면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RGB5 모델은 훈련 지역에 대해 평균 96.02%

의 정확도를 보였으나, 검증 지역에 대해서는 

평균 74.76%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세 모델 중 

훈련과 검증 지역의 평균 정확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RGB5 모델이 검증 지역 

B에서 수목 항목에 대한 생산자정확도 및 사용

자정확도에 대해 가장 낮은 정확도 값을 보였다 

(각 56.99% 및 60.78%). 분광 영상은 같은 

토지피복 분류 항목일지라 하더라도 대상의 상

태(예. 식생의 활력 정도)에 따라 반사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Govender et al., 2007), 

분광 영상만을 사용한 RGB5 모델은 다른 두 

모델에 비해 훈련되지 않은 지역에서 낮은 정확

도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

림 5(l)에서 RGB5의 분류 결과를 보았을 때, 

검증 지역 내 전체적인 수목의 분포 형태는 잘 

나타났으나 일부 가로수를 탐지하지 못하거나 

참조 자료와 비교하여 수목을 더 적은 공간 범

위의 pixels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참조 자료는 LiDAR CHM 영상을 기준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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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cheme
(Table 1)

Test sites (Fig. 5)

A B

PA (tree) UA (tree) OA PA (tree) UA (tree) OA

LRGB10 90.10 94.29 84.6 84.27 90.69 82.20

LRGB5 91.43 94.37 85.97 86.89 91.88 92.91

RGB5 79.64 86.13 75.40 56.99 60.78 74.12

FIGURE 5. Continued

TABLE 3. Accuracy assessment results for test sites. PA: Producer’s accuracy, UA: 

User’s accuracy, and OA: Overall accuracy

목 및 관목을 구분하여 제작되었는데, LiDAR 

CHM 영상에서는 육안으로 구별되는 수목 개체

가 RGB 정사 영상에서는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

렵거나 더 작은 pixels의 범위로 구별되는 경우

가 다수 존재했음에 따라 RGB5의 수목 분류 

정확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RGB 영역 밴드의 이미지 자체를 입

력 변수로 활용하였으나, 향후 RGB 영상으로부

터 GLCM(Gray Level of Co-occurrence 

Matrices)과 같은 질감(texture) 정보 등을 생

산하여 추가적인 입력 변수로 활용할 시 분류 

정확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 

and Gibeaut, 2017).

2. 수원시 도시녹지 현황

그림 6은 수원시 전역에 대한 각 세분류 토

지피복지도, LRGB10, LRGB5, 및 RGB5의 분

류 결과를 나타낸다. 세 모델 모두 기존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에서 나타나는 도심 내 초지 항목

을 수목으로 분류(예: 장안구 정자동 및 영통구 

매탄동 지역 등)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

원시 전역에 대한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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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ginal level 3 land 
cover map

LRGB11 LRGB5 RGB5

Tree 24.99 38.66 38.68 37.82

Shrub - 0.20 0.12 0.19

Grass 15.09 6.75 4.67 6.20

Sum 40.07 45.61 43.47 44.22

FIGURE 6.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the entire Suwon for each model

TABLE 4. The area percentage(%) of urban green spaces(tree, shrub, and grass) 

based on the level 3 land cover map and the classification results from this 

study

목, 관목, 및 초지의 면적 비율을 계산하여, 기

존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에서 나타나는 도시 녹

지(산림지역 및 초지)의 면적 비율과 비교하였

다(표 4). 기존 세분류 토지피복지도의 경우 수

목 면적 비율이 24.99%로 나타난 것에 반해 

모델 결과에서는 평균 38.39%로 나타났다. 세 

모델은 기존 세분류 토지피복지도보다 평균 

13.40% 더 높은 수목 면적 비율을 나타냈으며, 

9.22% 더 낮은 초지 면적 비율을 나타냈다. 

LRGB10과 LRGB5 모델의 경우, 수원시 북쪽

의 일부 산림지역에 대해 오분류가 나타났으며, 

산림지역에 대한 훈련 자료를 보강하여 해당 지

역의 분류 결과를 개선한다면 기존 세분류 토지

피복지도와 비교하여 더 큰 녹지 비율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 모델 모두 기존 세분

류 토지피복지도에서 나타나지 않는 평균 4.36 

%의 도시녹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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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n example of improving urban land cover maps using the classification result from 

this study. (a): The level 2 land cover map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 The 

detail urban green map creat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classification result from this 

study and the level 2 land cover map

3. 상세 도시녹지 정보의 활용성

그림 7은 환경부 중분류 토지피복지도 내 항

목(산림, 주거지역, 교통지역 등)의 정보를 이용

하여 LRGB5 모델의 도시녹지 분류 결과를 토

지 항목에 따라 더 상세히 분류한 예시 그림이

다. 모델 결과의 도시녹지 항목을 중분류 토지

피복지도 항목 정보에 기반하여 가로수, 주거지

역 내 수목, 기타 시가화 지역 내 수목, 산림 수

목, 그 외 수목, 관목 및 초지로 세분화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상세 녹지 정보는 원격탐사 자료

로부터 도시녹지의 현황을 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세 녹지 현황의 파

악이 필요한 다양한 관련 연구 및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Park, 1992). 본 연구 

결과의 활용성은 그림 7에서의 중분류 토지피복

지도와 같이 융합하여 활용하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정보에 따라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시 내 가로수와 같은 고해상

도의 도시녹지 정보를 분류하고자 고해상도 원

격 탐사 자료인 항공 LiDAR와 RGB 정사영상

을 이용하여 U-Net 구조 기반의 딥러닝 모델

을 구축하였다. 분류 항목의 수와 사용한 자료에 

따라 총 3가지의 분류 모델(LRGB10, LRGB5, 

및 RGB5)을 제안하고 성능을 평가하였다. 전체 

분류 항목의 수가 적은 LRGB5 모델이 LRGB10

모델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분류 항

목의 수가 같을 때 RGB 정사영상만을 사용한 

RGB5 모델보다 항공 LiDAR와 RGB 정사영상

을 함께 사용한 LRGB5 모델의 정확도가 더 높

게 나타났다. LRGB5 모델은 수원시 내 두 검

증 지역에 대해 평균 89.44%의 전체 정확도를 

보였으며, 세 모델 모두 기존 세분류 토지피복

지도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상세 도시 녹지(특히 

수목 및 관목)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

었다. 단, RGB5 모델의 경우 다른 두 모델보다 

비교적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다. 세 모델의 결

과를 참조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세 분류 결과 

모두 전체적인 녹지 분포를 잘 나타내었으나 일

부 수목과 건물의 경계 부분에 대해 불일치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가지의 

LiDAR 기반의 변수와 3가지의 분광 영상(각 

RGB)을 모델의 입력 변수로 활용하였는데, 

GLCM 등을 통한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일

부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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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상세 도시녹지 분류 결과는 도시 상

세 녹지를 수목, 관목 및 초지로 통합하여 구분

하였으며, 향후 중분류 토지피복지도와 같은 기

존의 GIS 정보와의 융합을 통해 도시녹지와 연

관된 추가적인 정보(가로수 녹지 비율 현황 등)

를 생성할 수 있어, 다양한 도시녹지 연구 및 

관련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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