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한국판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비대면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정책으로서, 개방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댐 사업이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플랫폼을 구축해 가고 있다.

2017년부터 21종 460만 건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여 민간에 개방하고 있다. 그중에서

수도권, 강원·충청 지역의 환경변화 탐지 및 산림

자동 분할기술 개발을 위한 이미지 AI 학습용

데이터 4종(국토환경 분야)을 구축하였다.[1]

우리나라 산림은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국가

발전의 터전으로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 기술

필요하다. 하지만, 산림 수종 분류를 육안 판독에

의존하고 있어 작업자 휴먼오류, 대규모 자원 투입

및 실시간 현행화가 불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림의 디지털화를 통한

변화탐지, 고품질 학습용 이미지 데이터 확보를

통한 자동 분류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산림 수종 학습용 데이터 개요

2.1 산림 수종 학습용 데이터 설계

산림 수종 학습용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 항공

영상(해상도 25cm)을 활용하여, Fine annotation

22,977장, Coarse annotation 37,915장 총 60,892장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2] 수종은 소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활엽수로 구분하고, ‘판독불가’와

‘비산림’을 합하여 총 6개의 클래스로 구분하였다.

<표 1> 산림 수종 학습용 데이터 항공 이미지 클래스 분류

코

드
항목명 R G B 색상

Gray

Scale
N01 소나무 165 145 104 110
N02 낙엽송 191 150 119 120

N03
기타

침엽수
129 94 41 130

N04 활엽수 198 235 97 140
N08 판독불가 0 0 0 0
N09 비산림 204 204 204 190

메타데이터 구성 항목 중 이미지 식별자는 원시

이미지 파일명을 나타내고, 이미지 너비 및 높이

정보는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크기(기본 512x51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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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이미지 좌표계 EPSG(European

Petroleum Survey Group) 코드는 전 세계 좌표계

정의에 대한 고유 명칭을 뜻하며, 그 중

EPSG:5186는 GRS80 타원체의 한국 중부원점,

X축으로 200,000미터, Y축으로 600,000미터 만큼

이동시킨 좌표계를 나타낸다.

<표 2> 산림 수종 학습용 데이터 메타데이터 구성

No
항목

타입
필수

여부영문명 한글명

1 Image 원시 이미지 정보

1-1 img_id 원시 이미지 식별자 String Y

1-2 img_width 원시 이미지 너비 Number Y

1-3 img_height 원시 이미지 높이 Number Y

1-4 img_type 원시 이미지 종류 String Y

1-5 img_coordinate 원시 이미지 좌표계 String Y

1-6 coordinates 원시 이미지 좌상단 좌표 String Y

1-7 img_resolution 원시 이미지 해상도 Number

1-8 img_provied 원시 이미지 제공기관 String Y

1-9 img_time 원시 이미지 촬영시기 String Y

1-10 img_winter 참조 이미지 겨울 유무 String Y

2 annotations 어노테이션 정보

2-1 ann_id 어노테이션 식별자 String Y

2-2 ann_type 어노테이션 타입 String Y

2-3 ann_file_type 어노테이션 파일 유형 String Y

3 provided 제공기관 정보

3-1 provided_nm 제공기관명 String Y

2.2 산림 수종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고품질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3단계의 구축 절차를 적용하였다. 데이터

획득에서부터 검증단계까지 상세 작업공정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진행하였다.[3]

(그림 1)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절차

6종 어노테이션 클래스 분류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소나무(N01)는 산림 내의 수목 중 소나무와

곰솔을 구획하며, 촬영 경사각에 의해 기울어진

구획은 영상에 보이는 그대로 구획한다.

낙엽송(N02)은 산림 내의 수목 중 낙엽송을

구획하며, 촬영 경사각에 의해 기울어진 구획은

영상에 보이는 그대로 구획한다. 겨울 영상에서는

낙엽송 구분이 활엽수와 비슷하여 최대한 여름

영상을 이용한다. 기타 침엽수(N03)는 산림 내의

수목 중 잣나무, 편백, 삼나무 등 기타침엽수를

구획하고, 촬영 경사각에 의해 기울어진 구획은

영상에 보이는 그대로 구획한다. 활엽수(N04)는

산림 내의 수목 중 활엽수를 구획하며, 수관 축

중심이 아닌 수관 경계를 기준으로 구획하며

그림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산림 내의 혼효림, 조림지,

그림자 등 수종 판독이 불가능한 지역은 판독불가(N08)

지역이며, 비산림(N09)은 주거지, 벌채지, 경적지,

수채, 과수원 등이 해당된다.

<표 3> 산림 수종 학습용 데이터 어노테이션 분류기준

코드 항목명 어노테이션 분류

N01 소나무

N02 낙엽송

N03
기타

침엽수

N04 활엽수

N08
판독

불가

N09 비산림

산림 수종 학습용 데이터의 Fine annotation은

객체의 경계를 분류하는 정밀한 고품질 어노테이션으로,

QGIS(Quantum GIS)을 활용하여 구축하였다.

<표 4> Find annotation 데이터 결과(예시)

항공영상(25cm) 항목분류 어노테이션 결과

분류항목별 학습용 이미지 Sets 생성

소나무 낙엽송 기타 침엽수 활엽수

*개별 이미지 내에서 다수의 Features(폴리곤 객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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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oarse annotation은 객체 내부를 분류하는

효율적인 어노테이션으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였다.

3. 산림 수종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모델 개발

3.1 인공지능 학습모델 선정

산림 수종 AI 모델은 각각의 AI 모델들을

평가하여 산림 수종 AI 학습용 데이터에 최적화된

모델을 선정하였고, 일반적인 semantic

segmentation과 비교해서 shape 정보보다는 texture,

color 정보 등 lower level feature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클래스별 분포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능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4-7]

Semantic segmentation은 이미지에 표현된 물체를

각 픽셀 레벨로 해당하는 클래스로 매칭 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통 dense prediction이라고도 한다.

(그림 2) semantic segmentation

물체 인식의 범주는 아래 그림과 같이 나뉘어 지며, 특히

semantic segmentation과 instance segmentation은 class별

분류이냐 instance별 분류이냐에 따른 차이점이 있다.

(그림 3) Semantic 및 Instance segmentation 차이

본 논문에서는 SOTA(State-of-the-Art) semantic

segmentation 모델들을 overall accuracy로 성능

비교  평가하여, 산림 수종 데이터에 최적화된

모델인 DeepLabV3+를 선정하였다.

<표 5>학습모델 비교

모델명 모델 특징

DeepLap

V3+

- 2015년 처음 발표된 DeepLab은 Atrous Spatial

Pyramid Pooling을 사용하여 정밀도를 높임

- 이후에 DeepLab v2, v3로 발전하여 2018년

DeepLab v3+이 PASCAL VOC 2012

데이터셋에서 89% mIOU의 높은 성능을 냄

U-net

- U 형태의 encoder-decoder 구조를 갖는 U-Net이

발표되며, encoder 구조에서의 디테일을 spatial

dimension 축소로 인한 손실 정보를 decoder

구조에서 skip-connection을 통한 점진적

복원으로 보다 정교한 예측이 가능

HRNet-

OCR

- 2020년 발표된 semantic segmentation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낸 HRNet-OCR은 Cityscapes

test 데이터셋에서 85.1% mIOU를 달성

- 고정된 스케일들의 각각 모든 어텐션 마스크를

학습하는 것 대신 HRNet-OCR은 인접

스케일간 relative한 어텐션 마스크를 학습하는

hierarchical method를 채택

SegNet

- 최종 화소 단위 분류 레이어에 따라 하나의

인코더 네트워크와 관게된 디코더 네트워크가

존재

- 인코더 네트워크는 13개의 covolutional 레이어로

구성

(그림 4) DeepLabV3+구조

3.2 알고리즘 품질검증 결과

본 논문에서는 학습데이터로 AI 알고리즘을 훈련

시켰을 때 목표로 했던 수준의 성능을 달성하는지

확인하는 유효성을 기준으로 성능 검증을 실시했다.[8-10]

(그림 5) 유효성 시험 환경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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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유효성 항목별 시험수행 결과

산림 수종 AI 모델은 각각의 AI 모델들을

평가하여 산림 수종 AI 학습용 데이터에 최적화된

모델을 선정하였고, 일반적인 semantic segmentation과

비교해서 shape 정보보다는 texture, color 정보 등

lower level feature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와

클래스별 분포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능의

편향성을 극복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4. 결론 및 향후연구

우리나라의 산림이 차지하는 산림면적은 2015년

기준 6,335천 ha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63.2

%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면적 비율은 OECD 국가

중 핀란드(73.1%), 일본(68.5%), 스웨덴 (68.4%)에

한국은 4위로 산림면적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최근에서 산지 이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수요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어 무분별한 산지전용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림 수종에 대한 학습

용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AI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을 통한 훼손

산지 의심 지역의 자동 추출이나 사용자의 전시기,

후시기 이미지를 이용한 변화탐지 서비스를 통해

산림변화지역 분류하고 해당 지역의 최적 조림수종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로는 전국단위의 산림 수종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통해 산림변화에 대한 다양한 국토환경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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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항목명 - 데이터 Semantic Segmentation 정확도

내용

- 산림 수종 항공 영상 모델(4개 클래스)성능

테스트

- 항공 영상 모델 클래스: 소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활엽수, 비산림

- 모사 영상 모델 클래스: 활엽수, 침엽수,

비산림

- 정확도 산정대상: Fine Annotation 데이터

지표

- 평균 Pixel accuracy

- 테스트 셋에 속하는 이미지 영역 중 비

대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정답인

픽셀 수를 대상지의 총 픽셀 수로 나눈 값

목표(기준)
- 평균 Pixel accuracy > 80%

(수종 구분 > 75%, 침활 구분 > 80%)

측정 산식

 





  






  



클래스의총픽셀수
클래스의정답픽셀수 × 

  클래스수
    이미지 수

시험 결과
- 소나무/낙엽송 : 87.8%

- 침엽수/활엽수 :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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