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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녹지 영역의 확충을 위한 사전 조사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글 어

스를 이용한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녹지 분류를 통해 특정 지역의 녹지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먼저 

제안하는 방법은 구글 어스에서 여러 지역 영상을 수집하고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특정 지역의 녹지 비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영상을 재귀적으로 분할하고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녹지 여부를 판단한 

뒤, 녹지로 판단된 영역 면적을 이용하여 녹지 비율을 계산한다. 실험 결과 제안하는 방법은 다양한 지역의 녹지 비율 

측정에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to expand the green space requires a lot of cost and time. In this paper, we solve the 
problem by measuring the ratio of green space in a specific region through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based the 
green space classification using Google Earth images. First, the proposed method collects various region images in Google 
Earth and learns them by using the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The proposed method divides the image recursively to 
measure the green space ratio of the specific region, and it determines whether the divided image is green space using 
a train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 and then the green space ratio is calculated using the regions determined 
as the green spac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shows high performance in measuring green 
space ratios in various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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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

면 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

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

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녹지는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한 경관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과 같은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

해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완충녹지, 도시 안의 공

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 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및 휴식을 제공하는 

연결녹지로 세분되어있다[1].
또한 제6장 제35조에 의하면 녹지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및 개선함을 목표로 한

다. 이는 생태계 문제 및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재해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단어이기도 하다. 
도시 개발 계획은 반드시 녹지 확보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로 제정되어 있을 만큼 현대사회에서 

녹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녹지의 기능으로는 

조성된 지역의 행복지수 상승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 소
음 공해 완화 등이 있으며[2, 3], 녹지가 가지는 기대효

과가 높아 녹지조성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법제처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7조에 따르면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

역의 경관 및 방재, 지형과 지질, 소규모 생물 서식 등의 

자연적 여건을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쉽고 빠

르게 특정 영역의 녹지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제안하는 방법은 구글 어스(Google Earth) [4] 영상

을 이용하여 딥 러닝 학습을 수행하고,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녹지 비율을 측정한다.
딥 러닝 기반의 토지 피복 분류에 관한 연구[5]에 의

하면 국가마다 토지 피복 분류 체계가 상이하므로 학습

된 모델 및 데이터를 각 나라에 맞게 구성해야 하며 토

지 피복의 모양과 특징이 이질적이므로 다른 나라의 토

지 피복 데이터를 사용할 시 모델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려면 국가별 토

지 피복 영상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딥 러닝을 이용한 인식 대상

을 토지 피복 전체가 아닌 토지 피복의 한 종류인 녹지

만으로 한정함으로써 학습 정확도를 높이고 특정 국가

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지역의 녹지 비율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양한 지역의 녹지를 4개

의 범주로 분류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합성

곱 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학습한다. 학습된 모델을 바

탕으로 조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녹지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6].

Ⅱ. 녹지 비율 측정을 위한 합성곱 신경망 학습 
방법

2.1. 학습 데이터 수집 방법

본 논문에서는 접근성과 사용성이 좋은 구글 어스 애

플리케이션의 위성영상을 데이터로 수집하였다. 이 때 

각 국가 혹은 지역마다 토지의 모양과 특성이 다르므로 

국내외 여러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학습 데이터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특정 지역의 

상공 1에서의 영상을 최대 해상도로 저장하고, 저장

된 영상을 일정한 크기로 분할하여 학습 데이터로 수집

한다. 그림 1은 영상을 분할 한 예시를 보여준다. 본 논

문에서는 신경망 모델의 입력 크기인 299×299로 영역

을 분할하였다. 흰 선으로 구분된 작은 사각형 영상들은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으며, 분할했을 때 크기가 맞지 

않는 나머지 영상들은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았다.

Fig. 1 Image divided for getting train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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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een space (b) non-green space

(c) green space and road (d) green space and etc.

Fig. 2 Training data categorization

학습 데이터는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데
이터 분류는 합성곱 신경망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중요

한 요인이므로 단순히 녹지, 비녹지가 아닌 그림 2와 같

이 (a) 녹지, (b) 비녹지, (c) 녹지와 도로가 섞여 있는 것, 
(d) 녹지와 건물 등이 섞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2.2.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학습 방법

네 개의 범주로 분류된 학습 데이터는 구글(Google)
에서 제안한 Inception-ResNet.v2[7] 합성곱 신경망으로 

학습한다. 본 논문에서는 녹지 비율 측정 문제에 있어 

학습 속도가 빠르고 영상 학습에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으로 알려진 Inception-ResNet.v2 신경망 모델이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8].
학습을 통해 얻은 데이터의 추정치와 실제 데이터와

의 차이를 평가해주는 손실함수로는 categorical cross 
entropy[9]를 사용한다. 이는 다중 클래스를 분류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손실함수이다.
옵티마이저(optimizer)로는 경사하강법 알고리즘 중 

하나인 RMSProp[10]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파라미터 

값을 최적화한다. 본 논문에서는 RMSProp의 학습률을 

0.00002로 설정하였다.

Ⅲ. 녹지 비율 측정 방법

그림 3은 제안하는 방법의 녹지 비율을 측정 방법을 

보여준다. 먼저 녹지 비율을 측정하길 원하는 장소를 구

글 어스에서 찾아 학습 데이터와 같은 크기로 분할한다. 
분할된 영상들은 학습시킨 합성곱 신경망 모델을 사용

하여 녹지 여부를 판단하고 녹지 판단 결과에 따른 값으

로 녹지 비율 값을 계산한다.

Image division
Finding the target 

region from Google 
Earth

Determining 
Green space 

Calculating 
the green space 

ratio

Fig. 3 Process of the proposed method

3.1. 녹지 여부 판단 방법 

제안하는 방법은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해 분할된 각 

영상의 녹지 여부를 판단한다. 
녹지 여부는 합성공 신경망의 판단 결과 값이 그림 2 

(a)와 같이 영상 전체가 녹지인 ‘녹지’ 범주에 해당하면 

녹지(G), 그림 2 (b)와 같이 영상 전체에 녹지가 없는 ‘비
녹지’ 범주에 해당하면 비녹지(N), 그림 2 (c)와 (d)와 같

이 녹지와 비녹지가 섞여 있는 범주에 해당하면 경우 반

녹지(S)라고 판단한다.
판단 결과가 녹지와 비녹지에 해당하는 경우 더 이상 

해당 영상은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반 녹지의 경우에는 

영상에서 일부분은 녹지, 일부분은 비녹지에 해당하므

로 영상을 4분할하여 재귀적으로 녹지 여부를 판단한

다. 이때 분할된 영상들은 이미지 크기를 신경망의 학습 

모델 크기인 299×299 크기로 변경한 후 녹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과정을 최대 4
번 반복하여 녹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반복 과정을 3번 

이하로 했을 때는 정확한 결과 값이 도출되지 않았고, 5
번 이상 반복하였을 경우에는 영상의 해상도가 너무 낮

아져 녹지가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을 뿐더러 녹지 비율 

측정 결과에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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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 iteration 1

S G

N S

(b) iteration 2
G G G

S S

N S G

S S

(c) iteration 3

G G G

G G G G

S N N G
N G G G

S G
N S G G

N N N G
(d) iteration 4

G G G

G G G G

N N G

N G G G

G

N G G

N N N G
(e) iteration 5

Fig. 4 Example of green space determination

그림 4는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재귀적으로 녹지 여

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4 (a)는 처음 녹지

를 판단할 영상, (b)는 (a) 영상에서 반녹지라 판단된 부

분을 4분할하여 다시 녹지 여부를 판단한 영상, (c), (d), 
(e)는 재귀적으로 반녹지인 영역을 분할하여 녹지 여부

를 판단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3.2. 녹지 비율 측정 방법

녹지 비율 측정 방법은 간단하다. 3.2절에서 녹지라

고 판단된 영역의 면적을 전체 영상의 면적으로 나눠줌

으로써 녹지 비율을 측정할 수 있다.

Ⅳ.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논문에서는 Intel i7-8086K 4.00 GHz CPU, 32GB 
RAM, GeForce RTX 2080Ti GPU, 11GB VRAM 사양 

PC에서 Python, OpenCV 라이브러리와 Keras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제안 방법을 구현하였다.
본 실험 및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구글 어

스를 이용하여 국내에서는 춘천, 군산, 목포, 서울 등의 

영상, 국외에서는 워싱턴, 캔버라, 타이베이 등 여러 도

Original Ground truth

(a) Seoul

(b) Taipei

(c) Busan

(d) green space 1

(e) green space 2

Fig. 5 Ground truth of gree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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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위성 영상을 최대 해상도인 4,800×2,649 크기로 

저장해서 299×299 크기로 분할한 후 학습 데이터로 수

집하여 4개의 범주(녹지, 비녹지, 녹지+도로, 녹지+기

타)로 분류하였다. 총 데이터의 개수는 4,492장이며 각 

범주마다 약 1,000장씩 분류해서 넣었다. 이때 800장은 

학습 데이터로, 200장은 검증 데이터로 다시 나누었다. 
사용된 모델의 학습 정확도는 99.80%이다.

먼저 녹지 비율 측정 결과 값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

한 기준(ground truth)을 마련하기 위해 육안으로 다양

한 지역의 영상에서 녹지 영역을 흰 색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5는 녹지 영역을 표시한 ground truth 영상을 보여

준다. 이는 (a) 서울, (b) 타이베이, (c) 부산, (d, e)녹지로

만 이루어진 지역에 대한 ground truth이다. 그림 5 (a), 
(b), (c)는 녹지와 도로, 건물 등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영

상이며, (d), (e)는 주로 나무나 풀 위주의 녹지로 이루어

진 영상이다. 
녹지 비율 측정 결과 정확도 평가 실험은 제안하는 방

법을 통해 측정된 녹지 비율과 ground truth의 녹지 비율

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6은 ground truth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나온 결과 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그림 5의 (a) ~ (e) 영상을 의미하며, 세로축은 

녹지 비율을 나타낸다. 파란색 막대는 ground truth의 녹

지 비율, 주황색 막대는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된 

녹지 비율을 나타낸다.

Fig. 6 Comparison of measured green space ratio

측정된 녹지 비율의 평균 오차는 5.34%이고, 제안하

는 방법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녹지로 이루어진 영상들은 오차가 작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한 녹지 여부 

판단에 있어서 녹지는 정확히 판단되고 있지만 상대적

으로 비녹지와 반녹지는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최대 오차는 (c)의 경우에 발생하였는데, 13.71%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 영상에는 학습데이터에 존재하

지 않는 강이 있다. 이 강의 특징이 녹지와 비슷하여 합

성곱 신경망에 의해 녹지로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최대 

오차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학습데이터를 분류할 때 반녹지와 비녹지 영

역의 범주를 더 다양하게 하고, 학습 데이터의 양을 증

가시킨다면 모델의 정확도가 증가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특정 지역

의 녹지 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구글 어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합성곱 

신경망을 이용하여 학습시켰다. 녹지 비율을 측정하고

자 하는 지역은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녹지 여부를 재

귀적으로 판단하여 녹지 비율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녹지 위주로 이루어진 영상들의 녹지 비율 

값은 ground truth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녹지와 

여러 건물이 섞인 영상에서 측정한 녹지 비율 값은 상대

적으로 큰 오차를 보였다. 이는 학습 데이터의 양을 증

가시키고, 범주를 다양화 하는 방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구글 어스 영상뿐만 아니라 Sentinel-2 위성

에서 찍은 영상을 사용하여 구축된 토지 피복 지도인 

EuroSAT[12] 데이터를 사용하여 더 정확한 녹지 비율

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에 따라 합성

곱 신경망을 이용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간단한 녹지 비

율을 계산함으로써, 녹지를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 시
간 등을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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