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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피 서식지 모니터링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드론 영상 의미론적 분할

전의익 1)·김성학2)·김병섭 3)†·박경현4)·최옥인4)

Semantic Segmentation of Drone Imagery Using Deep Learning 
for Seagrass Habitat Monitoring

Eui-Ik Jeon 1)·Seong-Hak Kim2)·Byoung-Sub Kim 3)†·Kyung-Hyun Park4)·Ock-In Choi4)

Abstract: A seagrass that is marine vascular plant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marine ecosystem,
so periodic monitoring of seagrass habitats is being performed. Recently, the use of drones that can easily
acquire very high-resolution imagery is increasing to efficiently monitor seagrass habitats. And deep
learning based on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has shown excellent performance in semantic
segmentation. So, studies applied to deep learning model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in remote
sensing. However, the segmentation accuracy was different due to the hyperparameter, various deep
learning models and imagery.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image and the tile and batch size are also not
standardized. So, seagrass habitats were segmented from drone-borne imagery using a deep learning that
shows excellent performance in this study. And it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focused on
normalization and tile size. For comparison of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normalization, tile and batch
size, a grayscale image and grayscale imagery converted to Z-score and Min-Max normalization methods
were used. And the tile size is increased at a specific interval while the batch size is allowed the memory
size to be used as much as possible. As a result, IoU was 0.26 ~ 0.4 higher than that of Z-score normalized
imagery than other imagery. Also, it was found that the difference to 0.09 depending on the tile and batch
size. The resul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normalization, tile and batch. Therefore, this experiment
found that these factors should have a suitable decision process.
Key Words: Seagrass habitat, Drone, Semantic segmentation, Deep learn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U-Net

요약: 잘피는 연안해역에 서식하는 해양수생관속식물로 해양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주기적인

잘피서식지의모니터링이이루어지고있다. 최근효율적인잘피서식지의모니터링을위해고해상도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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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잘피(Seagrass)는연안해역에서식하는해양수생관속

식물로극지방을제외한전세계연안에약 60여종이분

포하고있다(Park et al., 2012). 우리나라에는 9종의잘피

가 서식하고 있으며, 그 중 거머리말(Zostera marina)이

동해, 서해, 남해에걸쳐가장널리서식하는종으로국

내에서식하는잘피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Lee and

Lee, 2003; Kim et al., 2009). 잘피는다양한해양생물의산

란및서식지를제공하고지구온난화의주요요인인이

산화탄소를흡수한다. 또한, 광합성작용을통해해양생

물의호흡에필요한산소를생산하여공급한다는점에

서 매우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하는 생물이다(Thomas

and Cornelisen, 2003).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른무분별한개발과환경오염으로인해잘피의개체

수가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2007년에 해양수산부에

서보호대상해양생물로지정하여한국수산자원공단에

의해관리되고있다(Lee and Lee, 2003; Park et al., 2012).

대표적인잘피서식지의조사방법은스쿠버의다이

빙에의한잠수조사와위성, 항공영상을활용하는원격

탐사가있다. 우선잠수조사는잠수사가촬영한영상과

채취된 잘피를 분석하여 서식 형태, 밀도 및 생물량을

정밀하게분석할수있는기법이다. 그러나, 공간적으로

연속적이지못하며넓은지역일경우에는많은시간과

노동력이필요하다는단점이있다(Kim, 2010; Park et al.,

2012). 위성과 항공영상 기반의 원격탐사는 넓은 지역

에 서식하는 잘피의 분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

점이있으나, 영상획득시에잘피가수면에드러나는조

간대와같은특정시간대와날씨에큰영향을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획득된 영상의 낮은 공간해상도에

의해잘피와다른해조류를명확히구분하기어렵다는

한계가있다. 그래서최근에는상대적으로기상상황에

덜민감하고높은공간해상도의영상을손쉽게획득할

수 있는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Duffy et al.,

2017).

최근 영상 인식 분야에서 합성곱 신경망(Convolu -

tional neural network) 기반의딥러닝이기존의영상인식

알고리즘보다높은정확도를보임에따라다양한관련

연구들이소개되고있다. 이에따라원격탐사분야에서

딥러닝 모델들을 적용하여 광학, 다중분광, 초분광,

SAR등의다양한영상에서도로, 건물, 산림과같은특

정객체들의의미론적분할을위한다양한연구들을수

행하고있다(Guo et al., 2018; Zhang et al., 2018; Varia et al.,

2019; Park et al., 2018; Rakhlin et al., 2018). 대부분의선행

연구들에서딥러닝의모델, 영상의종류, 분류하고자하

는 객체, 영상의 정규화, 하이퍼파라미터 등에 따라 같

은딥러닝모델이라고하더라도분류정확도가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영상의정규화에서정규화를하지않은

원본영상또는 Z-score, Min-Max등의정규화가적용된

영상을사용하였다. 그리고원격탐사영상의큰용량으

로인해일정크기의타일(Tile)로분할함에있어타일의

크기가의미론적분할의결과에미치는영향에대한분

석없이임의로크기로사용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드론영상에서잘피서식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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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이가능한드론의활용도가높아지고있다. 그리고의미론적분할에있어합성곱신경망기반의딥러닝이

뛰어난 성능을 보임에 따라, 원격탐사 분야에 이를 적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딥러닝모델, 영상, 그리고하이퍼파라미터에의해의미론적분할의정확도가다르게나타나고, 영상의정규화

와타일과배치크기에서도정형화되어있지않은상태이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우수한성능을보여주는

딥러닝모델을이용하여드론의광학영상에서잘피서식지를분할하였다. 그리고학습자료의정규화및타일

의크기를중점으로결과를비교및분석하였다. 먼저정규화와타일, 배치크기에따른결과비교를위해흑백

영상을만들고흑백영상을 Z-score 정규화및Min-Max 정규화방법으로변환한영상을사용하였다. 그리고타

일크기를특정간격으로증가시키면서배치크기는메모리크기를최대한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그결과,

Z-score 정규화가적용된영상이다른영상보다 IoU가 0.26 ~ 0.4 정도높게나타났다. 또한, 타일과배치크기에

따라최대 0.09까지차이가나타나는것을확인하였다. 딥러닝을이용한의미론적분할에있어정규화, 타일의

배치크기의변화에따른결과가다르게나타났다. 그러므로실험을통해이들요소에대한적합한결정과정

이있어야함을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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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단위로분류하는방법인의미론적분할을수행하

기 위해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

였다. 그리고딥러닝을이용한의미론적분할에서영상

의정규화와타일및배치(Batch)의크기가미치는영향

을분석하였다. 이를위해영상의정규화에서는광학영

상을흑백으로변환한영상과흑백영상에 Z-score정규

화를적용한영상, Min-Max정규화를적용한영상으로

총 3개의종류의영상을사용하였다. 그리고타일과배

치 크기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타일을 128화소

의 일정 크기로 증가시키고, 그때 배치는 메모리가 지

원하는최대의크기로하였다.

2. 배 경

1) 의미론적 분할

영상인식(Image recognition)은영상처리의세부분야

중하나로주로분류(Classification), 탐지(Detection), 그리

고분할(Segmentation)에대해다룬다. 분류는입력영상

내의객체의종류를구분하는것이고, 탐지는영상에서

객체 구분과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

할은 영상 내 모든 화소의 클래스를 정해주는 것을 의

미한다. 분할은다시같은클래스의객체를서로다른개

체로 분류하는 개체분할(Instance segmentation)과 개체

를구분하지않는의미론적분할(Semantic segmentation)

로구분된다. 기존영상인식에서는입력영상이다양하

고복잡하다는점과영상인식알고리즘이매우복잡한

연산과정을필요로한다는점, 많은양의데이터를처리

하기위한메모리가요구된다는점에있어구현이어려

웠다. 최근들어GPU와같은하드웨어의발전과기계학

습중합성곱신경망기반의딥러닝이도입되어영상인

식분야에서뛰어난성능을보여주어원격탐사분야에

서도많은연구가수행되고있다(Fu et al., 2017).

합성곱 신경망의 일반적인 기본 구조는 입력에서

출력 쪽을 향해 합성곱층(Convolution layer)과 풀링층

(Pooling layer)이반복적으로연결되며마지막으로인접

한 층 사이의 유닛을 완전 연결하는 전결합층(Fully-

connected layer)을배치하는것으로이루어진다(Okatani

and Saito, 2018). 합성곱신경망의기본구조를바탕으로

개발된 LeNet(Lecun et al., 1998), AlexNet(Krizhevsky et al.,

2012) 등의 영상 분류를 위한 모델들은 전결합층에 의

해파라미터의개수와차원이줄어들어객체의자세한

위치정보가 소실되어 분할에는 적용하기 어려웠으며

입력영상의크기가고정적이라는한계가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ong(2015)는 FCN(Fully convolutional

network) 기법을제안하였는데, FCN기법은기존의모

델의마지막층을전결합층대신 1×1 크기의합성곱층

으로 변경하여 입력 영상의 크기 제한을 없앴다. 그리

고화소의위치정보를보존하는히트맵(Heatmap)을생

성하고 이를 전치 합성곱(Transposed convolution)으로

입력영상과같은크기를가지는영상을생성함에따라

모든화소에대한클래스가분류된영상을생성할수있

도록하였다.

그러나 FCN 기법은 고정 크기의 특정 수용영역

(Receptive field)를사용함에따라분류결과에서객체의

크기가특정수용영역보다클때는분류결과가파편화

되고 작을 때는 분류가 잘 안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의 마지막 이전 층에서 특징 맵을 이용

하여업샘플링을하더라도해상도복원의문제로인해

객체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묘사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한U-Net(Ronneberger et al., 2015),

DeepLab(Chen et al., 2016), Enet(Paszke et al., 2016), PSPNet

(Zhao et al., 2017), SegNet(Badrinarayanan et al., 2017) 등의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그 중에서 U-Net은 ISBI

2015에서바이오영상분할대회에서우승을차지한모

델로, ISBI 2014와 ISBI 2015의 학습 자료에 따라 IoU

(Intersection over Union) 기준으로 92%, 77.5%의정확도

로다른모델과비교하여광학현미경영상에서불규칙

한크기와형태를가지는헬라(HeLa) 세포의경계를가

장높은정확도로검출하였다(Li et al., 2018).

U-Net모델구조는 Fig. 1과같이총 23개의합성곱층

으로 구성되며 영상 특징을 추출하는 부호화(Encoder)

부분인 압축경로(Contracting path)와 추출된 영상 특징

을 원래의 입력으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복호화

(Decoder) 부분인 확장경로(Expanding path)로 구분된

다(Okatani and Saito, 2015). 압축경로는 합성곱과 풀링

으로입력영상의특징을추출하면서차원을축소하는

과정으로입력영상의가로, 세로크기가 2칸씩줄어드

는 두 번의 3×3 합성곱으로 스트라이드(Stride)가 2인

2×2 최대값풀링(Max polling)을 4번반복하며, 각다운

잘피 서식지 모니터링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드론 영상 의미론적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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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 단계에서 특징 채널이 두 배로 증가하도록 하

였다. 확장경로는 위치 정보에 대해 손실 없이 영상을

업샘플링하는과정으로, 압축경로에서생성된특징맵

을업샘플링한영상과접합(Concatenation)하여지역화

(localization)를정교하게하는과정을의미한다. 모델의

학습에서는 GPU메모리를최대한이용하면서과부하

를최소화하기위해배치크기보단타일크기를크게하

는 방향으로 하였다. 그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의최적화단계에서이전의학습샘플결과를이용

할수있도록운동량(Momentum)을 0.99로하였다. 여기

서세포들간의구분을위한개체분할이어서에너지함

수는식 (1)과같이화소단위의크로스엔트로피(Cross-

entropy) 손실 함수와 최종 특징 맵, 화소별(Pixel-wise)

소프트맥스인식 (2)를결합하여계산하였다. 그리고세

포들끼리의구분을위해형태(Morphological) 연산인식

(3)을이용하여계산된경계선과경계선에대한가중치

맵을사용하였다. 가중치는특정화소에서세포의경계

선까지의거리를이용하여결정되는것으로, 간격이좁

을수록가중치가크며간격이넓을수록가중치가작아

지도록하였다(Ronneberger et al., 2015).

본연구의대상인잘피서식지의형태는불규칙하며

획득되는영상마다잘피의색상이다르게나타나일반화

하기어려운점이세포의특성과유사하다고판단되어,

U-Net모델을적용하여잘피서식지와그이외의지역

으로구분하는의미론적분할을시도하였다. 다만, 잘피

서식지끼리의 분류는 하지 않는 의미론적 분할이므로

별도의형태연산을이용하여경계선에대한가중치맵

은생성하지않았다.

      E = ∑(x∈Ω) ω(x) · log(pl(x) (x))                (1)

      
pk (x) =                    (2)

      ω(x) = ωc (x) + ω0 (– )          (3)

where, l: Ω → {1, …, K} is the true label of each
pixel, ω: Ω → R is a weight map, ak (x) denotes the
activation in feature channel k at the pixel position
x∈Ω with Ω⊂Z2. K is the number of classes and pk

(x) is the approximated maximum-function, ωc: Ω →
R is the weight map to balance the class frequencies,
d1: Ω → R denotes the distance to the border of the
nearest cell and d2: Ω → R the distance to the border
of the second nearest cell.

2) 관련 연구

의학분야에서U-Net모델이우수한성능을보임에따

exp(ak (x))
∑K

k′=1 exp(ak′ (x)) 

d1 (x) + d2 (x)2

2σ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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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riginal U-net architecture (Ronneberger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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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원격탐사분야에서기본모델을사용하거나, 기본모

델을개선한새로운모델을개발하여다양한객체에대

한의미론적분할을수행한연구들이이루어지고있다.

Li et al.(2018)은 기존의 U-Net의 구조에서 압축경로

와확장경로를각각 2단계씩추가한 DeepUNet모델로

개선하였으며, 광학위성영상에서항만지역을대상으

로 의미론적 분할을 시도하고 U-Net, SegNet, SeNet모

델들의결과와비교하였다. 이때위성영상을 640×640

크기의 207개타일로분할한뒤, 학습과테스트에각각

122개, 85개를사용하였다. 그결과, F1 값(F1)을기준으

로DeepUNet, U-Net, SegNet, SeNet의정확도의범위가

0.9539 ~ 0.9932, 0.7827 ~ 0.9730, 0.8757 ~ 0.9553, 0.7719

~ 0.9959로나타났다. 개발한DeepUNet의정확도가평

균적으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러한이유는기존의

U-Net구조에추가한압축경로와확장경로때문으로판

단하였다. 그러나테스트자료에따라 U-Net모델의정

확도가 0.9730로높게나타나기도하였다. Yi et al.(2019)

도 Li와 마찬가지로 U-Net모델의 구조를 변경하여 정

확도를높이고자하였는데, 이모델은기존의 U-Net훈

련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각각의 합성곱층 뒤에 배

치 정규화를 수행하였으며 마지막에 위치한 완전연결

층을사용하지않았다. 개발한모델의성능을검증하기

위해 FCN-8s, SegNet, DeconvNet, ResUNet, DeepUNet,

그리고 U-Net모델들을 사용하였다. 연구 자료와 분할

하고자하는객체는뉴질랜드의도시지역의항공광학

정사영상과 건물 영역으로 하였다. 이때 정사영상은

38,656×19,463 화소로구성되어있어동등하게반으로

나누어학습자료와테스트자료로사용하였다. 그리고

정사영상을 256×256 크기의타일로분할하였으며, 학

습에서 학습과 검증 자료의 비율은 8:2로 하였다. 테스

트자료에학습된모델을적용하여 F1을기준으로정확

도를평가한결과, 개발한모델이 0.9364로가장높은정

확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기본적인 U-Net의 정확도가

0.9012로나타남에따라, 기본적인모델도큰차이없이

비교적높은정확도로화소단위의분류가가능한것을

보여줬다. Peng et al.(2018)은고해상도의드론영상에서

도로영역을추출하기위해서 U-Net모델구조를기반

으로 하여, 입력 영상의 해상도를 50%, 25% 축소한 저

해상도영상을생성하고원본영상과함께학습할수있

는 멀티 스케일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의 학습과 테

스트에는 각각 2,000개, 500개의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멀티스케일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과 테스트 결과의

IoU를비교하였다. 그결과, 멀티스케일을사용한모델

의정확도가최소 0.01, 최대 0.20정도높게나타났다. 테

스트 영상에 따라 편차가 나타났지만, 영상의 다양한

스케일을 이용하면 의미론적 분할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있음을보여준것으로판단된다. 앞선선행연구들은

U-Net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시도하였

지만, Khalel and El-Saban(2018)은U-Net을두번사용하

는 2-level U-Nets을이용하여도심지역의항공영상에서

빌딩영역에대한의미론적분할의정확도를높이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5000×5000 화소를 가지는

36개, 1500×1500 화소를 가지는 151개의 항공영상을

학습과테스트에각기다른지역의영상으로구분하여

사용하였다. IoU값(IoU)을기준으로테스트영상에대

한의미론적분할의정확도는 2-level U-Nets과기본 U-

Net이 각각 74.60, 73.68으로 미미하게 향상됨에 따라,

해당연구의학습자료에대해서는 2-level U-Nets모델

을 통한 분할 정확도의 증가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

로나타났다.

Table 1은선행연구들에서U-Net모델을이용하였을

때의분할정확도를나타낸것으로사용한영상의종류,

개수와분할하고자하는객체등의다양한조건에따라,

기본 U-Net모델의정확도가개선된모델과유사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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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precedent study about semantic segmentation using U-Net

Target object Image 
source

Accuracy of semantic segmentation
Pixel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IoU

Li et al. (2018) Sea-land Satellite – 0.9757 0.9757 0.9705 –
Yi et al. (2019) Urban building Drone – 0.8840 0.9190 0.9012 –

Khalel and El-Saban (2018) Urban building Aerial 0.9605 – – – 0.7455
Peng et al. (2018) Road Drone 0.8309~0.9355 – – – 0.7169~0.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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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있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기본적인 U-Net

모델을사용하여의미론적분할을수행하고결과를비

교및분석하였다.

3. 연구 자료 및 방법

1) 연구 자료

본연구에서는남해연안해역의각기다른 18곳의잘

피서식지를대상으로 2019년 2월 ~ 5월사이에드론을

이용하여 공간해상도 10 cm이하의 광학 영상을 획득

하였다. 이때 드론은 DJI사의 Phantom4 Pro와 Mavic2

Pro을사용하였으며주요스펙인센서크기, 화소수는

각각 13.2 mm×8.8 mm, 5472×3648개로 동일하며, 초

점 거리는 8.8 mm, 10.26 mm이다. 영상 획득 시에는 영

상 간의 종중복도, 횡중복도와 비행 높이는 80%, 60%,

이착륙위치기준으로 200 m이하로하였다. Fig. 2는획

득된샘플영상으로가시적으로높은공간해상도를가

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육안으로 잘피를 구분할 수 있

는것을알수있다. 다만, 영상획득은잘피가수면상으

로완전히노출되어영상에서잘피의고유색상인녹색

이명확하게나타나는시기에이루어지는것이이상적

이다. 그러나잘피가수심 15 m까지자생하는특성에의

해 간조 시에도 육지와 가깝지 않은 지역의 잘피는 수

면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상 상황과 조석 시각

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의 잘피 서식지에 대한 영상 획

득은간조이외에도이루어질수밖에없었다. 그래서획

득된 영상들에서 잘피의 노출 정도, 광량, 카메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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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training and test dataset in this study

No. Pixels Area 
(km2)

Proportion of
seagrass habitat

(%)
No. Pixels Area 

(km2)

Proportion of
seagrass habitat 

(%)

Training
datasets

1 11250 × 12416 1.399 22.69 9 13044 × 5861 0.633 8.78
2 9890 × 13710 1.358 21.49 10 11051 × 2901 0.265 6.77
3 13161 × 7777 1.025 24.30 11 12790 × 7634 0.351 16.61
4 29591 × 21028 3.871 23.32 12 18177 × 8999 0.812 22.88
5 20255 × 25027 5.076 42.86 13 5500 × 3504 0.160 5.13
6 25984 × 20611 3.276 15.11 14 13570 × 18815 2.556 11.49
7 17266 × 8224 0.369 14.25 15 16134 × 20831 3.288 14.15
8 21839 × 11187 2.022 5.19 

Test
dataset

1 29994 × 8145 2.022 7.26 3 8252 × 8228 0.564 23.61
2 26117 × 25015 5.401 14.98 

Fig. 2.  Sample image acquired by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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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복합적인요소에의해영상에서의잘피의색상은

녹색에서부터남색까지다르게표현되었다.

획득된 영상들은 Agisoft사의 Metashape소프트웨어

를이용해영상지오레퍼런싱을수행하여영상의위치

/자세를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계산된 지상점을 바탕

으로 DSM(Digital Surface Model)과위치정보를가지는

Geotiff형태의 정사영상을 생성하였다. 생성한 정사영

상들에서 실측 자료(Ground truth)를 구축하기 위해,

Blue Marble Geographics사의 Global Mapper소프트웨

어를이용하여잘피서식지에대한벡터자료를제작하

였다. 이때 잘피 서식지의 구분은 육안과 현장 및 잠수

조사결과를바탕으로하였다.

딥러닝모델의학습에는 15개의정사영상과실측자

료중에서 15개를사용하고, 학습에사용하지않은나머

지 3개의자료를학습된모델의객관적인검증할수있

도록테스트자료로사용하였다. 학습자료와테스트자

료에서 사용한 각각의 정사영상의 화소 수, 넓이, 잘피

서식지의비율을 Table 2에나타냈으며, 학습자료중일

부 정사영상과 실측 자료(No. 2, 5, 9)와 테스트 자료를

Fig. 3(a)와 (b)에도식화하였다.

2) 정확도 측정 기준

의미론적분할의정확도평가에는화소정확도(Pixel

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Dice

coefficient), 그리고 IoU을 사용하며 식 (4) ~ (8)과 같이

표현된다. 본연구는영상에서잘피서식지와그이외를

구분하는 이진 분류이므로 잘피 서식지를 참(Positive),

나머지를거짓(Negative)으로할때실측값과분류결과

잘피 서식지 모니터링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드론 영상 의미론적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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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 of orthoimagery and ground truth used in this study. (a) training orthoimagery and ground truths, (b) test
orthoimagery and ground tr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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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관계에따라참양성(TP, True Positive), 거짓양성(FP,

False Positive), 거짓음성(FN, False Negative), 참음성(TN,

True Negative)으로표현할수있으며, 각각참을참으로

판별, 참을거짓으로판별, 거짓을참으로판별, 거짓을

거짓으로판별한것을의미한다.

화소정확도는분할결과에서참양성과참음성의합

의 비율, 정밀도는 참으로 분류한 결과 중에서 실제 참

값으로판별한비율, 재현율은실제참값에서참값으로

판별한비율을의미한다. 화소정확도는객체들이차지

하는화소수의비율이 Table 2에서처럼객체간의비율,

즉화소의개수가불균등하면분할결과의해석에있어

과소 또는 과대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분

할의 정확도 평가에서는 정밀도와 재현율뿐만 아니라

F1와 IoU를 함께 사용한다(Long et al., 2015; Khalel and

El-Saban, 2018; Yi et al., 2019). F1은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을 의미하며, IoU는 참음성을 제외한 나머지

결과에서참양성의비율로정답의영역이비율을측정

하기위해사용된다(Liu, 2019). IoU와 F1은유사한의미

가있는데 IoU는 F1보다같거나작으며, F1의절반보다

크거나 같은 관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된 모

델의평가에서화소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그리고

IoU를이용하였다.

      
Pixel accuracy =            (4)

      
Precision =                                         (5)

      
Recall =                                              (6)

      
F1 score =                              (7)

      
IoU score =                              (8)

Where TP, TN, FP, FN is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3) 영상 정규화

일반적으로신경망에서는학습속도의향상과비용

함수의최적화를위해입력자료의각기다른스케일을

일정한범위로변환하는정규화가이루어진다(Sameen

et al., 2018). 정규화의 대표적인 방법은 입력 자료가 정

규 분포일 때 평균과 표준편차를 0과 1로 변환하는 Z-

score정규화(Normalization) 기법이 있다. Z-score정규

화는 표준화(Standardization)와 동일한 것으로 식 (9)와

같이입력자료에평균을빼고표준편차를나누는것으

로계산된다.

      z =                               (9)

where z is Z-score normalized data, and μ, σ are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x.

Z-score정규화이외에입력자료의값의범위를 0과

1 사이로 변환하는 Min-Max정규화가 있으며, 기본적

으로 식 (10)과 같이 원자료와 원자료의 최소치와 최대

치를이용한다. 여기서, X, x, xmin, xmax는순서대로정규화,

원자료, 최소, 최대값을의미한다. Min-Max정규화는Z-

score정규화보다표준편차의값이작고이상치의영향

을 적게 해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ickovic and

Subasi, 2019).

      X =                          (10)

where xmax, xmin are maximum and minimum value
of x.

의미론적분할을포함한다양한영상인식분야에서

영상을 Z-score, Min-Max정규화또는이들을조합한정

규화방법들을사용하기도한다. 그러나연구들에따라

광학영상의범위가 0 ~ 255의특정범위로고정된점이

이미 정규화가 되어있다고 간주하고 원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도하였다. 이처럼연구경험을바탕으로정규

화의 유무와 방법이 결정됨에 따라, 본 연구는 여러 개

의정사영상에서잘피서식지를분류하는초기연구임

으로 정규화의 유무와 방법에 따른 결과를 비교 및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U-net을 개발한 Ronneberger et al.

(2015)와같이광학영상을흑백영상으로변환한후, 흑백

영상과 Z-score정규화가 적용된 영상(Z-score영상)과

Min-Max정규화가 적용된 영상(Min-Max영상)들에 의

미론적분할을시도하고그에따른결과를비교하였다.

4) 타일과 배치 크기

학습자료의특정크기정사각형형태인타일과학습

과정에서한번에처리하는데이터의양을의미하는배

치크기는GPU메모리에영향을주는것으로타일의크

기를증가시키면배치의크기는감소시켜야하는상충

관계가있다. 일반적으로배치의크기가작을수록상대

TP + TN
TP + TN + FP + FN

TP
TP + FP
TP

TP + FN
2TP

2TP + FP + FN
TP

TP + FN + FP

x – μ
σ

x – xmin

xmax – x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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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일반화성능과극소점에서쉽게벗어나는최적

화수렴성능이향상되며적은GPU메모리가필요하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경망 모델이 과적합 될 가능

성이큰특성이있으며, 배치크기가너무작을때배치

에노이즈가포함되어있으면전체데이터에반영되어

정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Ioffe,

2017; Yi et al., 2019). 그에반면배치의크기가크면신경

망모델의학습속도가증가하지만일반화성능이하락

하며많은메모리가필요하다고알려져있다(You et al.,

2017). Keskar et al.(2017)는 6개의 신경망 모델에 4개의

데이터 셋에 배치 크기의 범위를 512 이하와 60000 이

하로 구분하여 학습한 모델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배치의크기가너무크면일반화의성능이약 5%

정도안좋아진다는결과가나타났으며이러한이유는

sharp minimizer에수렴하기때문이라고주장하였다. 그

러나 Goyal et al.(2017)는 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률을

점차증가시키는 warmup기법을이용하여배치크기를

256 ~ 64000으로변화시킨결과, 약 8000까지는검증자

료의정확도에서변화가발생하지않는것으로분석하

였다.

다만, 대부분의딥러닝연구또는이용자들이선행연

구들과 같이 배치 크기를 10000 이상으로 하기에는 하

드웨어에서한계를가지고있음에따라현실적인배치

크기의변화에따른연구들이수행되었다. Mastters and

Luschi(2018)는 AlexNet, ResNet-8, ResNet-20, ResNet-32

모델과CIFAR-10, CIFAR-100, ImageNet등의데이터셋

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배치 크기인 2 ~

2048 범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모델과 데이터 셋에

따라배치의크기가 4, 8, 16, 32, 64 내에서가장좋은성

능을 보여주었으며, 배치 크기가 하나가 아닌 두 개에

서동일한성능을보이기도하였다. 이처럼현실적인배

치 크기 한도 내에서 학습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GPU메모리 한도 내에서 배치 크기를 가장 크게 학습

하는 방법이 주로 이루어졌다(Kampffmeyer et al., 2016;

Sun and Wang, 2018; Yi et al., 2019).

그러나U-net을제안한Ronneberger et al.(2015)는GPU

메모리 내에서 배치 크기보다는 입력 타일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Buscombe and Ritchie

(2018)에 의하면 타일의 크기가 신경망 모델의 학습 결

과에영향이미치는요소중하나인것으로분석되었다.

타일의크기가딥러닝모델의학습에서고려되어야할

요소중하나이지만, 대부분의원격탐사영상의의미론

적분할연구에서는타일의크기에대한특별한언급없

이 임의의 크기로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타일과배치의크기에따른결과를분석하기위해일

정크기로타일을증가시키고그와동시에배치는메모

리가지원하는최대로하였을때의결과를비교하였다.

4. 실험결과 및 토의

본 연구에서 모델의 학습에는 Google 사의 Colab

(Colaboratory)를이용하였으며, 그이외의자료준비및

타일 변환 등의 작업에 사용한 하드웨어의 CPU, GPU

는 i7-8799K, GeForce GTX 1060 6GB였다. 이때언어와

라이브러리는 Python 3.6, Tensorflow 1.14로하였다.

1) 정규화 방법에 따른 결과 분석

정규화에따른실험결과를분석하기위해흑백영상,

Z-score영상, 그리고Min-Max영상들을사용하였다. 일

반적으로정규화를적용할때모든학습영상에대해정

규화에필요한상수를계산하고테스트영상에학습영

상으로부터계산된상수들을적용한다. 하지만각정사

영상들은 2천만 ~ 6억개가량의많은화소를가지고있

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

에서는각각의학습및테스트정사영상들에대해서만

정규화를하고, 정규화된정사영상들을 256×256 크기

의 타일로 중복도 없이 분할하였다. 그리고 분할된 타

일에서값이존재하지않는일부타일들을제거하였으

며, 그에 따라 학습과 테스트에 사용한 타일의 개수는

각각 33422개, 9935개였다.

모델학습에서최적화함수(Optimizer), 학습률, 배치

크기, 에포크(Epoch), 탈락률(Droprate)을 각각 Adam,

0.001, 16, 150, 0.25로하였다. 최적화함수에사용한Adam

은운동량개념과적응형방법(Adaptive method)을이용

하는 것으로 Kingma and Ba (2014)에 의해 제안된 기법

이며다른최적화기법과비교하여가장효율적인성능

을 보여주었다(Ruder, 2017). 그리고 학습률은 경사 하

강법에서기울기의갱신량크기를의미하는것으로, 학

습률에크기에따라성능비교한연구에서 0.001이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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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성능을나타남에따라본논문에서도 0.001을선택

하였다(Kingma and Ba, 2014). 배치크기, 탈락률은일반

적으로사용하는값으로하였으며, 에포크는여러조건

으로모델을학습함에따라 12시간이내로학습이완료

될수있도록 150으로하였다. 그리고학습과검증자료

의 비율은 8:2의 비율로 임의 추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학습과검증자료의개수는각각 26738개, 6684개이다.

학습과정에서에포크에따른학습과검증자료에대

한화소정확도, 손실값들의변화를 Fig. 4와 Fig. 5에가

시화하였다. 먼저 Fig. 4의 에포크에 따른 학습 자료의

정확도와손실값을살펴보면, Z-score영상의정확도의

초기값이 다른 자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빠르게 안정적인 수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Min-Max

영상은에포크가 20회이하에서는정규화를하지않은

흑백영상보다 정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에포크가 증가할수록 정확도가 개선되어 흑백

영상의정확도와유사해졌으나 Z-score정규화영상보

다는 정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손실값에서

도 Min-Max영상과 흑백영상의 그래프가 거의 같으며

에포크가 150일때 Z-score영상은 이들보다 수치가 낮

게나타났다.

검증자료정확도는초기값이거의같았고, 학습이진

행되어도정확도개선은거의없었다. 그러나정규화된

영상의 정확도는 흑백영상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Fig. 5). 손실값에서도 정확도와 마찬가지로

에포크의증가와관계없이개선이거의없으며, 흑백영

상의손실값이정규화된영상들보다손실값이크고불

안정한것을알수있다. 이러한이유는학습과검증자

료가임의로분배되는과정에서클래스비율이균등하

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향후 모델 학습 및 정

확도평가를여러번반복하는과정이필요한것으로보

인다.

테스트영상의정확도평가는방법론에서와같이화

소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그리고 IoU들을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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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raining accuracy and loss plots for different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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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학습과정과마찬가지로테스트영상들도흑백

영상, Z-score정규화, Min-Max정규화를 적용하고 256

×256 크기의타일로분할하였다. 그에따른분할평가

항목의결과들의값을 Table 3에나타났으며, 테스트영

상의 분할된 결과들을 Fig. 6에 가시화하였다. 먼저,

Table 3에서테스트영상들의평가항목들의평균을기

준으로비교하면 Z-score영상의화소정확도가다른영

상들보다 0.04 높게나타났다. 그러나다른평가항목들

에서는다소차이가있었는데, 특히Min-Max영상의결

과에서 정밀도는 가장 높은 0.93이지만 재현율이 가장

낮은 0.39로나타났다. 정밀도와재현율의차이가계산

식의 분모에서 거짓양성과 거짓음성에 의해서 결정되

는 것에 따르면, 분할 결과에서 잘피 서식지가 아닌 영

역을잘피서식지로예측한거짓양성보다잘피서식지

영역을그이외의영역으로예측한거짓음성이월등히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Fig. 6의 Min-Max영

상의 분할 결과인 (b)에서 잘피 서식지 이외의 영역을

잘피 서식지로 판단한 화소의 수는 적지만, 잘피 서식

지 영역을 그 이외의 영역으로 오인한 화소가 많은 것

을확인할수있다. 흑백영상의정밀도는 0.73으로 Fig. 6

의 (a)에서잘피서식지이외의영역에서다른영상들보

다 잘피로 판단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식생이산림지역의타일에대해이러한현상이발생한

것으로보인다.

정밀도와재현율을동시에고려한 F1 과 IoU로비교

하면 Z-score영상이 흑백영상과 Min-Max영상보다 높

았으며, 오히려Min-Max영상보다는정규화를하지않

은 흑백영상의 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잘피 서식지 모니터링을 위한 딥러닝 기반의 드론 영상 의미론적 분할

– 209 –

Fig. 6.  Visual comparison of the semantic segmentation results. (a) Grayscale, (b) Min-Max normalization, (c) Z-score
normalization.

Table 3.  Quantitative comparison of five used metrics obtained from the semantic segmentation results of the test datasets
with different normalization

Test 
Orthoimage

Grayscale Min-Max normalization Z-score normalization
1 2 3 Mean 1 2 3 Mean 1 2 3 mean

Accuracy 0.96 0.95 0.89 0.93 0.97 0.96 0.85 0.93 0.99 0.97 0.95 0.97
Precision 0.68 0.63 0.87 0.73 0.98 0.89 0.93 0.93 0.94 0.78 0.90 0.87

Recall 0.55 0.93 0.55 0.68 0.42 0.45 0.31 0.39 0.93 0.86 0.85 0.88
F1 0.61 0.75 0.67 0.68 0.58 0.6 0.47 0.55 0.93 0.82 0.87 0.87
IoU 0.44 0.60 0.51 0.52 0.41 0.43 0.31 0.38 0.87 0.70 0.78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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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Z-score정규화방법이다수의광학정사영상에

서잘피서식지의의미론적분할에적합한것으로판단

할 수 있다. 다만 Min-Max정규화 방법은 오히려 흑백

영상보다낮은정확도를나타냈다. 이는Min-Max정규

화와 Z-score정규화의결과차이는정사영상에포함된

객체들의종류와촬영조건에따라화소들의최소값과

최대값이다르게산출되는데, Z-score정규화는최소와

최대를보존하여변환하지만Min-Max정규화는이를 0

과 1 사이의 스케일로 강제 변환하였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다만, Min-Max정규화를위한수식은본연구에서

사용한기본적인수식에서부터 Z-score정규화와혼합

한식까지다양하게존재하므로, 영상의특성에맞는적

절한정규화방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2) 타일과 배치 크기에 따른 결과 분석

타일과배치의크기가정확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

하기위해Z-score영상을타일크기가 128부터 1024까지

128 간격을가지는 8개의데이터셋으로구분하였다. 그

리고값이존재하지않는타일을제거하여타일크기순

으로 130031/3805, 26738/6684, 15193/4517, 8724/2581,

5701/1657, 4017/1178, 3055/896, 2360/697개의 타일 수

를 가진 학습/테스트 자료를 생성하였다. 학습에서 배

치크기를제외한하이퍼파라미터는정규화방법에따

른결과비교에서사용한값과동일하게하였으며, 이때

배치의크기는GPU메모리를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

하였다. 학습 자료와 검증 자료는 8:2의 비율로 임의로

추출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추출된 학습/검증 자료

의 타일의 개수는 타일 크기 순서대로 104241/26060,

21390/5348, 12154/3039, 6979/1745, 4561/1140, 3214/803,

2444/611, 1888/473이다.

에포크에따른학습과정에서학습및검증자료의정

확도와 손실값을 Fig. 7과 Fig. 8에 도식화하였다. 먼저,

Fig. 7의그래프를보면학습과정에서타일의크기가작

고 배치 크기가 클수록 빠르게 높은 정확도와 낮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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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Validation accuracy and loss for different tile and batch sizes.

Fig. 7.  Train accuracy and loss for different tile and batch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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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isual comparison of the semantic segmentation results by different tile and batch sizes.

Table 4.  Quantitative comparison of five used metrics obtained from the semantic segmentation results of the test datasets
with different tile and batch sizes

Tile size 128 256 384 512 640 768 896 1024
Batch size 320 96 42 24 16 11 8 4
Accuracy 0.96 0.97 0.98 0.97 0.97 0.97 0.97 0.97
Precision 0.90 0.91 0.88 0.90 0.89 0.88 0.97 0.89

Recall 0.80 0.87 0.90 0.88 0.89 0.92 0.80 0.82
F1 0.84 0.89 0.89 0.89 0.89 0.90 0.87 0.85
IoU 0.73 0.80 0.80 0.80 0.80 0.82 0.78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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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값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에포크

일 때 타일 크기가 클수록 정확도가 낮게 나타나며, 이

러한경향은손실값그래프에서도같게나타나는것을

확인할수있다. 또한, 타일크기가클수록배치크기가

작아지다보니학습충격(Training shock)에민감하게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증 자료의 정확도는 타일의

크기와관계없이대체로비슷하게나타났으나, 손실값

에서는타일의크기가 384 이하일때크게나타나는것

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타일의 크기가 클수록 손실값

이적은경향이있는것을알수있다(Fig. 8).

Table 4는학습된모델을테스트영상에적용한결과

를나타낸것으로, 3개의정사영상에대한결과를평균

하였다. 그리고 타일 크기에 따른 결과의 경향성을 확

인하기 위해 각 테스트 영상의 결과를 Fig. 9에 가시화

하였다. Table 4의전체적인경향성을보면화소정확도

는타일크기와관계없이일정한수치를보이나나머지

정확도평가항목들에서는타일의크기에영향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험 조건에서 타일의 크기가

가장작은 128과가장큰경우 1024일때화소정확도이

외의평가항목에서다른경우보다낮은수치를보였다.

정밀도 기준으로 평가하면 Fig. 9에서 타일의 크기가

128과 1024인 경우에는 잘피 서식지의 내부 영역에서

오탐지한화소가많은것을알수있다. 즉, 잘피서식지

를틀리게예측한거짓양성의비율이높음에따라정밀

도가낮게나타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다만, 정밀

도에서는대부분 0.89 ~ 0.91 사이의정확도를나타냈으

나 타일의 크기가 896인 경우에는 0.97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재현율에서는 0.80으로 낮은 값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한 참양성에서 거짓양성보다

거짓음성의비율이높음에따라나타나는것으로, 잘피

서식지의이외의화소를잘피서식지로오분류한비율

보다잘피서식지화소를정분류한비율이높기때문으

로판단된다. 재현율에서는평균적으로타일의크기가

128, 1024를포함하여 896일때다른경우보다상대적으

로 낮게 나왔다. 이는 잘피 서식지 이외의 화소에 대한

거짓음성의비율이높은것으로해수면에서잘피가아

닌다른해조류와일부산림지역을잘피로분류하였기

때문이다(Fig. 9).

F1과 IoU를기준으로타일의너무크기가작거나큰

경우보다 256 ~ 768 사이의크기에서결과가좋았으며,

특히타일의크기가 768일때잘피서식지오탐지가가

장적을뿐만아니라 F1과 IoU값도가장높게나타났다.

특히 Fig. 9의 첫 번째 정사영상에서 잘피 서식지 내부

의 오탐지가 적은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

리고타일의크기가 128일때잘피서식지내부에대한

결과양상이테스트영상마다다르게나타났는데, 두번

째 테스트 영상에 대해서는 타일 크기가 작을 때도 잘

피 서식지 내부를 분류한 결과가 다른 타일 크기와 비

교해서 정확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타일에 포

함된모든화소가잘피인지아닌지에따라결과의차이

가나타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Table 3에서타일과

배치의 크기가 256, 16일 때와 Table 4에서 256, 96일 때

를비교하면 IoU가 0.02 정도향상된것으로보아배치

크기도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적으로타일크기에변화에따라재현율과 IoU의차이

가각각최대 0.12, 0.09까지보임에따라, 임의의타일과

배치크기를사용하기보다는적절한크기의결정을위

한실험이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5. 결 론

본연구는우리나라남해에서획득된드론광학영상

으로부터 생성된 정사영상에서 합성곱 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모델인 U-Net을 이용하여 잘피 서식지 영역을

파악하기위한의미론적분할을하였다. 의미론적분할

을수행함에있어본연구는딥러닝을이용하여정사영

상에서잘피서식지를분류하는것에대한기초연구라

고할수있다. 이에따라영상의정규화와타일과배치

크기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으며, 그

에따른결론은다음과같다.

첫째, 흑백영상, Z-score 정규화, Min-Max 정규화에

따른각의영상의분할결과에서 Z-score정규화가적용

된 영상의 결과가 흑백영상과 Min-Max정규화가 적용

된영상보다높은정확도로분할이이루어진것을확인

할수있었다. Min-Max정규화의경우에는잘피서식지

내부의 타일에 대해서는 흑백영상보다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타일 크기에 따른 결과 분석으로 타일 크기를

128 ~ 1024로 변화시키면서 배치 크기는 GPU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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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하는 만큼 최대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타일과 배치 크기의 변화에 따라 IoU가 0.73 ~

0.82로나타났으며타일의크기가 128에서 768까지 IoU

가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연구결과부터원본영상의정규화방법과타일의크

기가의미론적분할의결과에영향을주는것을확인하

였다. 이로부터딥러닝을이용한의미론적분할을위해

서는 적절한 정규화 방법과 타일 및 배치 크기를 결정

하기위한실험이선행되어야함을알수있었다. 다만,

본 연구의 각 실험에서 한 번의 학습된 모델의 결과를

기준으로분석하였기때문에, 향후더객관적인분석을

위해 모델의 학습과 결과 분석을 여러 번 반복 수행하

고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나머지 하이퍼파라미터들의 최적화 실험을 통한

정확도의개선이이루어진다면, 드론영상을활용한잘

피 서식지의 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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