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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 기반 드론 광학영상 및 LiDAR 자료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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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ing the Stand Level Vegetation Structure Map Using Drone Optical 
Imageries and LiDAR Data based on an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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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the vegetation structure is important to manage forest resources for sustainable
forest development.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it is possible to apply new technologies
such as drones and deep learning to forests and use it to estimate the vegetation structure. In this study,
the vegetation structure of Gongju, Samchuk, and Seoguipo area was identified by fusion of drone-optical
images and LiDAR data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s) with the accuracy of 92.62% (Kappa
value: 0.59), 91.57% (Kappa value: 0.53), and 86.00% (Kappa value: 0.63), respectively. The vegetation
structure analysis technology using deep learning is expected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 model
as the amount of information in the optical and LiDAR increases. In the future, if the model is developed
with a high-complexity that can reflect various characteristics of vegetation and sufficient sampling, it
would be a material that can be used as a reference data to Korea’s policies and regulations by
constructing a country-level vegetation structur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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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숲은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산림 자원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조사되어 왔다. 최근에

는 산림자원의 가치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진화하면

서 산림 자원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으며, 지속가능한 산

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이라는 새

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Wang, 2004). 현재 산림 자

원은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유지, 지구환경 보전 및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Griggs

et al., 2013).

식생층위구조는 숲을 활력도를 나타내는 여러 요소

들 중 하나로 산림 자원의 분포와 양을 배양하는데 영향

을 주는 기본적인 구조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산림대가

포함된 온대 지역에서의 숲은 일반적으로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의 형태로 나뉘어져 있다. 교목층 아래에서

자라는 단순 층위의 생장은 토양의 상태, 수목의 종류,

그리고 수관 개폐율에 의해 결정된다(Kwon et al., 2019).

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자연림에서는 오랜 기간의 자

연계승을 통한 다층의 식생공동체가 형성되어 복잡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다층 자

연림은해충, 질병, 환경적스트레스등에대한내성이높

고 야생동물의 서식지 제공 등 질 높은 생태계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Chapman and Koch, 2007). 하지만, 인공림

은 단층위 또는 2개의 층위를 가진 숲으로 되어 있으며,

주로목재생산과농업의목적으로계획되고관리되므로,

식생층위구조를 추정하는 것은 숲의 환경적 측면을 평

가하는데 유용한 척도가 된다(Park and Kang, 2015).

전통적인 산림 자원조사는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이

루어졌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원격탐사를 활용한 조사

체계가 발전되고 있다. 산림청은 현재 한국 숲을 측량

하기 위해 정사 항공사진을 활용하였지만, 비교적 낮은

해상도와 높이 정보의 부재로 인해 숲의 구조를 파악하

기는 쉽지 않았다(KME, 2012). 그러므로 식생층위구조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로 현장조사가 동반되었다. 우

리나라는 약 63%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국적인 현장조사는 많은 시간과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

(KFS, 2018). 반면, 원격탐사자료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

한 정보를 탐지하는데 유리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효과

적으로 식생층위구조를 조사할 수 있다면 현장조사에

활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드론은원격탐사체중하나로, 최근미국, 일본및유럽

의다양한국가에서는건축설계, 환경자료구축, 소규모

지역 모니터링 등 드론의 활용범위가 다양한 분야로 확

산되고있다(Tang and Shao, 2015). 드론과다양한센서탑

재에 의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에서의 산림 및 식생분야의 드론 활용은 아직 첫걸음 단

계이다.

광학영상에서 다층 식생층위는 거친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단일 식생층위구조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질

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영상의 반사값과 분포 특성

을 통해 숲의 구조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단

층 인공림에서 수관의 배열은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

지만, 자연림에서는 일관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Hay

et al., 1996).

Light Detection and Ranging(LiDAR) 자료를 활용한

식생구조 분석에 대한 연구는 지역별, 분석 방법별로 다

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항공기

로 촬영된 LiDAR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낮은 점 밀

도(Point density)로 구성된 정보와 분석기법의 한계로

임분단위의 산림 자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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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속가능한 산림 발전을 위해 식생층위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산림 자원 관리에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드론, 딥러닝 등 신기술을 산림 부문에 접목한 활용이 늘어났으며, 이를 이용한 식생층위구조

추정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광학 및 LiDAR 영상을 융합하여 공주, 삼척, 서귀포 지역에 대해 식생

층위구조를 파악하였으며, 각 92.62%(Kappa value: 0.59), 91.57%(Kappa value: 0.53), 86.00%(Kappa value: 0.63)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딥러닝을 활용한 식생층위구조 분석 기술은 광학 및 LiDAR의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모

델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식생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복잡도 높은 모델과 충

분한 샘플링을 통한 학습자료 구축이 동반되어 모델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전국단위의 식생층위구조 지도

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정책·제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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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체목 단위의 수고, 위치, 개수, 수관폭, 흉고직경

등의 추정을 시도하였으나, 국소지역에 국한된 분석으

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넓은 임분 단위에 적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Kwak et al., 2007; Kwak et al., 2010;

Kwon et el., 2012; Kim et al., 2016).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

해상도 광학영상의 질감정보와 높은 점 밀도의 LiDAR

자료를 복잡한 구조에 적합한 딥러닝을 활용하여 임분

단위의 식생층위구조를 분석한다면 기존 연구보다 높

은 정확도의 추정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드론–광학 및 LiDAR자료에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s, ANNs) 기법을 적용해

일부 지역을 학습(Train)하고, 나머지 지역을 시험(Test)

과 검증(Validation)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식생

층위구조를 추정하는 것이다.

2. 연구지역과 자료

1) 연구대상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식생 및 산림구조(인공림, 자

연림 등)를 가지고 초지와 관목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

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충남 공주시 일원, 강

원 삼척시 일원, 서귀포시 일원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

였다(Fig. 1). 대상지는 드론 촬영이 용이한 1∼1.5 내외

면적의 소규모 지역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연구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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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based on its geo-spati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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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1) 드론 촬영 기체·센서 선정

대상지 면적, 촬영 조건 및 비행 환경, 기체 운용 효율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대상지 촬영을 위한

드론은 고정익 기체로 선정하였다. 촬영을 수행하기 전

대상지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고지대 산림지역의 풍향

및 풍속 등 촬영 여건의 확인을 위해 대상지별 2∼3회

에 걸친 사전비행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회전익 기체인

‘Phantom 4’를 통해 이루어졌다. 실제 광학영상 촬영을

위해 활용된 드론은 고정익 형태의 ‘FireFLY6 Pro’ 모델

로써 크기는 가로 1.5 m, 세로 0.95 m이며, 중량은 4.1 kg

인 수진 이·착륙형 기체이다.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

고 있는 드론용 LiDAR센서의 경우 중량이 약 1 kg수준

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정익 기체에는 탑재

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전익 기체 ‘XQ-1400VZX’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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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pecification of drone used to carry out research
Category FireFLY6 Pro XQ-1400VZX

Picture of drones

Purpose Optical image LiDAR data

Size 1.5 m × 0.95 m
(horizontally and vertically)

0.28 m × 0.2 m
(horizontally and vertically)

Flight time 45 minutes
(Recommended flight within 30 minutes)

40 minutes
(Recommended flight within 20 minutes)

Flight permissible wind speed Below 10 m/s
(Recommended flight below 7 m/s) Below 13 m/s

Maximum flying speed 60 km/h 22 km/h (GPS mode)

Maximum Flight altitude
1 km

(Flight within visibility recommended, 
compliance with aviation law)

6 km
(Flight within visibility recommended, 

compliance with aviation law)

Table 2.  The specification of sensor used to carry out research
Category RedEdge Velodyne Puck VLP-16

Picture of sensor

Purpose Optical image LiDAR data

Size 12.1 cm × 6.6 cm
(horizontally and vertically)

104 cm × 72 cm
(horizontally and vertically)

Weight 180 g 985 g
Filming speed Less than 1 capture per second About 300,000 Points per Second
Spectral band Red, Green, Blue, Red edge, NIR –

Spatial resolution A resolution of approximately 8 cm 
per pixel for 120 m altitu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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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LiDAR촬영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에서 개발

하여 각종 센서를 사용자가 선택하여 탑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쿼드콥터(4개의 프롭) 방식의 프레임을 선정하

였다. 해당 프레임을 기반으로 GNSS/INS센서, 통신

모듈, 시스템 보드, LiDAR센서 등을 탑재하여 촬영을

수행하였다(Table 1, Table 2).

(2) 자료 학습 및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자료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를 수행함으로 공간을 점유

하고 있는 식피의 구성종 특성을 파악하고 서식처 환경

과 대응한 식물사회의 상호관계성을 파악하여, 이들 집

단이 가지는 군락구조, 군락지리, 군락생태, 군락동태

등을 밝힐 수 있다. KME(2012)에 따르면 국내 식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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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Quadrat Method for analyzing vegetation structure in Seoguipo area.

황칠나무

교목층(T1)

아교목층(T2)

관목층(S)

곰솔                    서어나무

참식나무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참식나무              사스레피나무

동백나무              비자나무

비목나무

사스레피나무            참식나무

굴거리나무               생달나무

좌표계
: TM, GRS80(EPSG 5186)

A

A
10 m

20 m

20
 m

0 m

A’

A’

X=163245.45
Y=81848.19

X=163225.46
Y=81847.34

X=163226.31
Y=818827.36

X=163246.29
Y=81828.21

N

곰솔
곰솔

동백나무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참식나무

비목나무

서어나무

서귀포 현존 식생

조사지
번호

유형 분류
기호

교목층 아교목층 관목층 초본층
층위
구조종명 수고

(m)

흉고
직경
(cm)

식피율
(%) 종명 수고

(m)

흉고
직경
(cm)

식피율
(%) 종명 수고

(cm)
식피율

(%) 종명 초장
(cm)

식피율
(%)

0 기타
활엽수 산벗 13 18 80

고사리, 
관중, 

개모시풀, 
사초

25 20 2

1 기타
상록활엽수 동백 9 15 100 1

2 기타
상록활엽수 동백 7 13 100 1

3 기타
상록활엽수 후박 23 40 90 동백 2.8 10 2

4 기타
상록활엽수

굴거리, 
후박

12 18 80 동백 8 13 10 조릿대 20 10 3

5 기타
상록활엽수

후박, 
굴거리

18 26 90 고사리, 
청가시

20 10 2

6 기타
상록활엽수 굴거리 9 12 80 동백 6 8 20 2

7 기타
상록활엽수 굴거리 12 18 80 동백 8 14 10 고사리 25 10 3

8 구실잣
밤나무

구실잣
밤나무

20 25 80 동백 7 14 20 2

9 침활혼효림 곰솔, 
구실잣

18 24 90 동백 2.8 10 2

10 침활혼효림 곰솔, 
후박

20 40 80 단풍, 
동백

7 12 10 고사리, 
청가시

20 10 3

11 침활혼효림 곰솔, 
굴거리

15 30 80 동백 8 13 10 담쟁이 10 10 3

12 침활혼효림 곰솔 
산수유

15 30 80 동백 8 13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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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은 식물군락의 기원, 분포의 희귀성, 식생의 복

원성(회복력을 반영한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현장조사 수행 시 상술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지역별

대표적인 식생형을 고려하여 공주지역 24개, 삼척지역

12개, 서귀포지역 15개의 방형구(20 m × 20 m)를 설치

하고 식생층위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정밀현존식생조

사를 수행하였다(Fig. 2). 공주지역은 총 11개의 식생유

형이 조사되었으며,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리기다소

나무, 일본잎갈나무 등의 순으로 개체목 들의 분포가 많

았다. 식물상 조사에서는 총 10목 16과 21속 28종이 출

현하였다. 삼척지역은 총 5개의 식생유형이 조사되었

으며, 소나무, 곰솔 등의 순으로 개체목 들의 분포가 많

았다. 식물상 조사에서는 총 12목 15과 18속 25종이 출

현하였다. 서귀포지역은 총 8개의 식생유형이 조사되

었으며, 삼나무, 곰솔 등의 순으로 개체목들의 분포가

많았다. 식물상 조사에서는 총 14목 16과 16속 17종이

출현하였다.

3. 연구방법

1) 드론-광학 및 LiDAR 자료 전처리

드론-광학영상의 처리는 상용 S/W인 PhotoScan을

이용하여 자동영상정합 기법을 활용한 컴퓨터 비전방

식에 의해 수행하였으며, SIFT(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알고리즘에 의한 특징점 추출 방법으로 영

상을 정합하고 SfM(Structure from Motion) 기법을 통해

포인트 클라우드 및 DSM(Digital Surface Model, DSM)

을 생성하였다. SIFT기법은 영상자료를 국부적 축척불

변의 특징점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변환되는 특징점

은 축척과 회전에 불변할 뿐 아니라 명암변화 및 카메

라 노출점의 변화에도 불변하기 때문에 UAV영상정

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대다수의 AAT(Automatic

Aerial Triangulation)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Schenk, 2004;

Gonçalves and Henriques, 2015).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

법은 크게 2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되었다. 1단계는

특징점 추출단계로 다양한 스케일에서 후보 특징점을

찾은 다음, 후보 특징점들의 안정성을 검사하여 정확한

특징점을 선별하였다. 2단계는 객체의 형태와 특성정

보를 추출하기 위한 서술자(Descriptor)를 생성하는 단

계로 선택된 특징점들을 중심으로 주변 영역의 경사정

보(Gradient)를 계산하여 방향정보를 얻고, 얻어진 방향

정보를 중심으로 관심영역을 재설정하여 서술자를 생

성하는 것이다.

SfM기법은 촬영 시 사진에 저장된 태그로부터 카메

라 종류, 이미지 크기, 초점 거리 등과 같은 정보를 취득

하고 이를 초기값으로 사용하여 영상에서 접합을 위한

특징점을 추출하는 기법이다. SfM에서 지향하는 핵심

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다수의 영상에서 매칭된 특

징점의 3차원 위치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우선 대상지

역을 촬영한 여러 장의 영상에 대해 SIFT특징점을 추

출하고 영상 간 특징점 군의 대응관계를 결정한다(Choi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그 대응 관계를 설명하는 행

렬을 생성하고 인수분해하여 각 특징점의 3차원 좌표

와 카메라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드론–LiDAR자료의 후처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2가지이며, 촬영 종료 후 컨트롤 모듈에 저장되는 레이

저스캐너 자료는 외장 하드로 복사하고, 저장기능이 있

는GNSS/INS의 경우 Ethernet Port를 통해 FTP로 다운

받는 방식으로 자료를 취득한다. 취득 자료는 후처리를

위해 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 과정을 선행한다.

지오레퍼런싱이란 거리정보로 이루어진 LiDAR원시

자료에 3차원절대좌표값을부여하는과정을의미하며,

거리정보에 송신한 레이저 빔(펄스)의 원점과 방향 정

보를 조합하여 레이저 펄스가 반사한 지점의 위치 좌

표 값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LiDAR좌표계와

GNSS/INS정보의 기준이 되는 IMU좌표계 사이의 관

계가 정확히 수립되면, GPS/INS로부터 제공되는 드론

의 위치와 자세에 대한 정보를 LiDAR로부터 취득되는

거리정보와 조합하여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레이저

빔이 반사한 지점의 3차원 좌표를 지상 좌표계를 기준

으로 계산하게 된다(식 (1)). RGI
Local은 GPS/INS좌표계에

서 지상좌표계로 변환하는 회전행렬을, RL
GI 센서좌표계

에서GPS/INS좌표계로변환하는회전행렬을의미한다.

이러한 기하모델로부터 유도한 수식에 기반하여 지오

레퍼런싱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각 지역별 광학 DSM

과 LiDAR의 유사지점을 무작위로 10점 선점하여 평면

및 수직위치 정확도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공주는 평

면 0.05 m, 수직 0.36 m, 삼척은 평면 0.07 m, 수직 0.19 m,

서귀포는 평면 0.06 m, 수직 0.32 m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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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LiDAR시스템은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

의 성과를 취득하게 되며, 이때 포인트 클라우드는 국가

기본도에서 사용하는TM(TransverseMercator) 좌표체계

에 기반하여 작성되고, 평명위치성과(X, Y좌표)와 수직

위치성과(Z좌표, 정표고), 그리고 반사강도(Intensity)를

갖는 Text파일로 저장된다. 본 연구에서는 LiDAR자료

의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을 위해 TILab사의 TLmaker

S/W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에 의한 수관 울폐도의 차이를 고

려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년에

대상지별 2회씩(4∼5월 늦봄, 11∼3월 초·늦겨울) 상술

한 전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총 24회 촬영 분을 제작 후

연구에 활용하였다(Fig. 3).

2) 층위구조 분석에 대한 딥러닝 시범적용

식생층위분석의 인공신경망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

기 위해 기 개발된 머신러닝 기반 분류 방법론 중 SVM

을 활용하였다. SVM은 1995년Vapnik에 의해 처음 제안

된 학습이론으로, 통계적 이론상 경험적(Empirical) 위

험 최소화 원칙이 아닌 구조적(Structural) 위험 최소화

원칙을 이용하여 일반화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분류를 수행한다.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유지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활력도가 높은 보호 대상 지역 탐색

과 활력도가 낮은 복원이 필요지역 탐색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생태적 활력도는 식생층위를 통해 추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식생층위 모델의 식생층위 분류

성능평가에는 True positive뿐만 아니라, True negative

의 개수도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층위 유/무

에 대한 균형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대상지별 전체

격자 대비 식생의 유/무의 비율이 가장 고른 서귀포지

역의 아교목 층을 시범적용 대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

였다(Table 4).

본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셋은 LiDAR복셀의 수평적

해상도인 10 × 10 m격자를 최소 분석단위로 가지며, 해

= +
XLocal

YLocal

ZLocal

XGI
Local

YGI
Local

ZGI
Local

RGI
Local RL

GI
XL

GI

YL
GI

ZL
GI

(ρ + Δρ)sinθ
0

(ρ + Δρ)cos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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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presentative performance of optical image and LiDAR data.

Late Spring Season (Apr ~ May) Early or Late Winter Season (Nov ~ Mar)
Gongju Samchuk Seoguipo Gongju Samchuk Seoguipo

Optical image

LiDAR data
LAS point elevation
155.122 - 161.737
137.477 - 155.122
119.831 - 137.477
102.185 - 119.831

84.539 - 102.185
66.894 -  84.539
49.248 -  66.894
31.602 -  49.248
13.957 -  31.602

LAS point elevation
155.122 - 161.737
137.477 - 155.122
119.831 - 137.477
102.185 - 119.831

84.539 - 102.185
66.894 -  84.539
49.248 -  66.894
31.602 -  49.248
13.957 -  31.602

LAS point elevation
513.508 - 528.176
498.686 - 513.508
483.865 - 498.686
469.043 - 483.865
454.222 - 469.043
439.400 - 454.222
424.579 - 439.400
409.758 - 424.579
394.936 - 409.758

LAS point elevation
175.250 - 196.590
153.910 - 175.250
132.570 - 153.910
111.230 - 132.570

89.890 - 111.230
68.550 -  89.890
47.210 -  68.550
25.870 -  47.210

4.530 -  25.870

LAS point elevation
134.554 - 149.828
119.281 - 134.554
104.007 - 119.281

88.733 - 104.007
73.460 -  88.733
58.186 -  73.460
42.912 -  58.186
27.639 -  42.912
12.365 -  27.639

LAS point elevation
508.747 - 523.140
494.354 - 508.747
479.961 - 494.354
465.568 - 479.961
451.176 - 465.568
436.783 - 451.176
422.390 - 436.783
407.997 - 422.390
393.604 - 40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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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범위 안에 존재하는 0.15 m × 0.15 m크기의 광학영

상에 대해서는 면적 단위 분석이 필요하다. 딥러닝 분

석은 CNNs구조 등을 활용하여 면적 단위의 특징 추출

이 가능하나, SVM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Convolution

filter, 면적 단위 평균값 추출 등 공간적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일련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SVM을

활용한 광학영상 분석은 면적 단위 변환 전처리 과정에

따라 분류 성능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두 모델 간 객

관적인 분류성능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딥러닝 모델 적용성 평가를 위한 비교에는 분류 단

위에 대해 1 × 20 Array로 분석을 수행하는 LiDAR자료

만을 사용하여 SVM과NNs를 비교하였다.

3)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CNNs) - 

Neural Networks(NNs) 융합분류기법

임상별 광학영상의 분광반사율을 분석하여 식생군

락별 분광반사 특성을 파악하고, 광학영상에서의 식생

의 분광특성과 LiDAR자료로 관측되는 물리적 구조 등

을 토대로 딥러닝 기법인 CNNs와 NNs를 융합하여 식

생층위구조를 분석하였다.

드론–LiDAR자료를 이용하여 식생입체구조를 파악

하기 위해 대상지별(공주, 삼척, 서귀포) 드론–LiDAR

포인트가 균일하게 취득되지 못한 대상지 가장자리를

제외하고, 내부에 10 m간격, 지름 16 m의 원형 격자를

생성하였다. 또한, 식생의 높이에 따른 층위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Voxel(Volumetric pixel) 개념을 활용하여

0.5 m높이 단위별로 원형격자 내의 포인트 개수를 수

집하였다. 10 m × 10 m를 기본 분류 단위로 선정하였

으며, 기본 단위별로 광학영상은 질감정보(Texture)와

분광파장범위(Wavelength)를 활용하여 100 × 100 × 4

(Red. Green, Blue, NIR) 의 3차원 Array를 생성하였고,

LiDAR는 격자안의 점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1 × 20(0∼10 m까지 0.5 m단위 높이 분할)의 1차원Array

를 생성하였다. 3차원 Array인 광학영상은 CNNs구조

를 거친 뒤, 1차원Array인 Fully connected layer를 생성하

여 저차원의 영상 특징(Feature)을 추출하였으며, 1차원

Array인 LiDAR영상은 NNs구조를 통해 동일 차원에

서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각 영상에서 추출된 특

징은 Concatenate연산을 통해 하나의Array로 융합되고,

Fully connected layer와 Cross entropy함수를 거쳐 층위

를 분류하였다. 모델 구축 및 검증을 위해 10m× 10m그

리드를 Random sampling기법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추

출하고 49%를 학습(Training)에, 21%를 검증(Validation)

에, 30%를 시험(Test)에 사용하였다. 검증데이터는 학습

과정에 들어가는Hyper-parameter들을 Tuning하는데 사

용되며, 시험데이터를 통해 모델의 성능을 시험하였다.

딥러닝 기법의 일종인 NNs를 사용하여 검증데이터에

서 가장 높은 성능이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학습된Neural Network를 통해 시험데이터를 분석하여

식생층위구조를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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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usion algorithm of CNNs and NNs for analyzing optical image and LiDA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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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층별 식생층위구조 분석 결과의 검증을 위해 대상

지별(공주, 삼척, 서귀포) 현장조사 자료의 층위에 대한

유/무 정보를 참값으로 설정하여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지역별로 각 층별(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로 층위가

극단적으로 넓거나 좁게 분포하는 지역이 있으므로, 모

델 자체의Accuracy만으로는 객관적이 성능평가가 어렵

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장조사와 모델에 의한 분류

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이 평가에 고려된 Cohen’s Kappa

값과 함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대상지별

전체 식생층위를 나타내기 위해 각 층별로 분석된 식생

의 유/무 정보를 모두 합하여 총 4층위의 식생층위구조

지도를 작성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1) 층위구조 분석에 대한 딥러닝 시범적용 결과

SVM을NNs과 동일한 조건의 파라미터를 설정(학습

(Training): 49%, 검증(Validation): 21%, 시험(Test): 30%)

하여 층위의 유/무를 분석한 결과, 딥러닝 기반 NNs은

Accuracy 81.02%, Kappa value 0.60의 분류 정확도를 ,

SVM에서는 Accuracy 58.88%, Kappa value 0.22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대상지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

였을 때 드론–LiDAR를 이용하여 식생층위를 분석할시,

층위의 유/무에 대한 분포가 집약적인 지역보다 고른

지역에서 층위 분석이 높은 정확도로 추정이 가능하다

는 것을 확인했다(Table 3, Fig. 5).

2) 층위별 식생의 분포 및 정확성

공주지역의 초본 층위의 유/무는 Accuracy 98.43%,

Kappa value 0.61로 , 관목 층위의 유/무는 Accuracy

88.93%, Kappa value 0.77로 , 아교목 층위의 유/무는

Accuracy 90.50%, Kappa value 0.66으로 추정되었다. 교

목 층위의 경우 대상지로 설정한 공주 일원 지역에 모두

분포하고 있어, 정확도 검증을 따로 수행하지 않았다.

삼척지역의경우, 초본층위의유/무는Accuracy 89.44%,

Kappa value 0.43으로, 관목 층위의 유/무는 Accuracy

91.94%, Kappa value 0.59로, 아교목 층위의 유/무는

Accuracy 90.47%, Kappa value 0.47로, 교목 층위의 유/무

는 Accuracy 94.44%, Kappa value 0.63으로 모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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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esult of classification by model for sub-canopy in Seoguipo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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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does not exist

Layer exist
Layer does not exist

Layer exist
Layer does not exist

Table 3.  Accuracy of classification model for sub-canopy in Seoguipo area (NNs, SVM)
Model Category Accuracy (%) Kappa value

NNs

Training 83.23 0.66
Validation 79.23 0.58

Test 79.28 0.58
Total 80.85 0.61

SVM

Training 58.42 0.21
Validation 59.27 0.23

Test 59.10 0.23
Total 58.88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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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지역의 경우 , 초본 층위의 유/무는 Accuracy

87.58%, Kappa value 0.48로, 관목층위의유/무는Accuracy

77.95%, Kappa value 0.55로 , 아교목 층위의 유/무는

Accuracy 81.02%, Kappa value 0.60으로, 교목 층위의 유

/무는 Accuracy 97.45%, Kappa value 0.87로 모의되었다

(Table 4, Fig. 6, Fig. 7, Fig. 8).

Random sampling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lass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표본을 수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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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s of NNs classification on vegetation layer
Study area Category Canopy layer Sub-canopy layer Shrub layer Grass layer

Accuracy
(%)

Gongju

Training – 94.43 95.05 98.35
Validation – 88.98 82.64 97.80

Test – 86.74 87.02 99.17
Total – 90.50 88.93 98.43

Samchuk

Training 98.30 98.02 97.18 98.89
Validation 92.05 85.61 89.77 85.23

Test 91.67 85.17 87.07 81.37
Total 94.44 90.47 91.94 89.44

Seoguipo

Training 99.40 83.23 84.69 91.45
Validation 96.55 80.56 73.61 84.48

Test 95.75 79.28 73.33 85.52
Total 97.45 81.02 77.95 87.58

Kappa value

Gongju

Training – 0.81 0.77 0.83
Validation – 0.58 0.42 0.32

Test – 0.50 0.32 0.47
Total – 0.66 0.50 0.61

Samchuk

Training 0.89 0.78 0.86 0.72
Validation 0.47 0.30 0.44 0.24

Test 0.41 0.27 0.37 0.25
Total 0.63 0.47 0.59 0.43

Seoguipo

Training 0.97 0.65 0.69 0.56
Validation 0.81 0.58 0.51 0.41

Test 0.77 0.58 0.41 0.36
Total 0.87 0.60 0.55 0.48

The Number 
of pixel

(10m × 10m)

Gongju

Training – 485 485 485
Validation – 363 363 363

Test – 362 362 362

Total – 1,210
(16/1,194)*

1,210
(1,093/117)*

1,210
(218/992)*

Samchuk

Training 354 354 354 354
Validation 264 264 264 264

Test 263 263 263 263

Total 881
(73/808)*

881
(808/73)*

881
(68/813)*

881
(826/55)*

Seoguipo

Training 1,006 1,006 1,006 1,006
Validation 754 754 754 754

Test 753 753 753 753

Total 2,513
(251/2,262)*

2,513
(1,474/1,039)*

2,513
(1,636/877)*

2,513
(273/2,240)*

* The number of layer exist/The number of layer does not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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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LiDAR를 이용한 층위구조분석에서 학습(Training),

검증(Validation), 시험(Test)의 Kappa value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추정되며, Intraclass heterogeneity가 크므로,

선택된 수종 및 환경변수에 따라 정확도 차이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특히, 초본 층에서Kappa value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통상적으로 초본의 기장

은 0.5m이하이며, LiDAR자료가 0.5 m단위의 Voxel에

의해 취합되는 경우, 초본의 형태보다 지면까지 도달하

는 Laser pulse의 양이 특징점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

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모델의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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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esult of NNs for each layer in Gongju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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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result of NNs for each layer in Samchu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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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result of NNs for each layer in Seoguipo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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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즉, 종의 차이보다 지형의 차이에 더 많

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서귀포는 대부분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으며, 수간밀도가 낮고 LiDAR포인트의

점밀도 또한 골고루 분포하여 층위구조분석에서 학습

(Training), 검증(Validation), 시험(Test)의 Kappa value의

차이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식생층위구조 지도 및 정확성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별 각 층위의 유/무를 광학 영

상의 분광특성과 LiDAR자료의 분포 형태에 따라 분석

하였으며, 분석된 모든 층위 구조를 중첩하여 식생층위

구조 지도를 작성하였다(Fig. 9). 공주지역의 전체 층위

에 대한 분석 결과는 Accuracy 92.62%, Kappa value 0.59

로, 삼척지역은 Accuracy 91.57%, Kappa value 0.53으로,

서귀포지역의 경우는 Accuracy 86.00%, Kappa value가

0.63으로 모의된다(Table 5). 광학 및 LiDAR자료의 학

습량이 많아질수록 정확도와 모델의 신뢰도가 향상되

었으며, 시계열 자료를 추가하여 학습량을 늘렸을 때,

모델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학습

량이 증가될수록 Accuracy및 Kappa value는 향상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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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map of vegetation structure in each area.
Gongju Samchuk Seoguipo

Table 5.  Accuracy of vegetation structure in each area
Area Vegetation layer Accuracy (%) Kappa value

Gongju

Canopy – –
Sub-canopy 90.50 0.66

Shrub 88.93 0.50
Grass 98.43 0.61
Total 92.62 0.59

SamChuk

Canopy 94.44 0.63
Sub-canopy 90.47 0.47

Shrub 91.94 0.59
Grass 89.44 0.43
Total 91.57 0.53

Seoguipo

Canopy 97.45 0.87
Sub-canopy 81.02 0.60

Shrub 77.95 0.55
Grass 87.58 0.48
Total 86.00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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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yer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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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yer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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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does not exist
1 layer exist
2 layer exist
3 layer exist
4 layer exist

Layer does not exist
1 layer exist
2 layer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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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딥러닝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활용한다면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드론에 광학 및 LiDAR센서를 탑재하여

식생층위구조 분석을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추정하였

다. 하지만, 계곡부에서 광학영상에서는 그림자(Shade)

가 많이 생겨 분석의 오차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LiDAR를 사용하였지만 여전히 드

론 기체의 접근성 등의 문제로 촬영 고도가 일정하지 않

아 점밀도 등이 일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밀한 식생

층위구조 파악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고도, 경사, 등

고선 등을 더 고려한 드론 비행 궤도와 촬영법 등의 조

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식생의 시계열적인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시기의 시계열 LiDAR

자료를 합성해서 사용하면, 겨울에는 지표면을, 여름에

는 식생의 수고 및 위치 등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것으

로 판단된다.

클래스 구분을 위해서는 개발한 CNNs-NNs융합 기

법의 매개변수(Parameter), 구조 등을 조정하여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복잡도 높은 모델과 충분한 샘

플링을 통한 학습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데이터

특성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

하며, 수종 및 환경인자를 포함한 학습데이터를 확보하

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지 내의 현장조사 비율을 늘리고,

데이터 변이를 통해 현장조사 학습데이터를 증가시키

는 Data Augmentation기법을 활용하여 연구에 적용해

보는 방법을 추후에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드론을 이용한 개발한 식생층위구조 지도는 환경영

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사업계획의 입지현

황 파악 및 세부적인 환경영향분석 부분에 대한 평가와

사후 환경영향조사 등의 인포그래픽으로 제공되는 등

으로 활용될 수 있다(Sung et al., 2019). 아울러, 생태·자

연도 등급판정은 전국환경조사 결과에 따른 식생보전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는데, 생태·자연도 작성지

침 제1장, 제3조에 따르면 효율적인 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성영상,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고해상도의 드론 영상을

활용하여 실제 식생조사에서의 식생의 수직적 구조 파

악 등 조사 분야에서 전수조사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결

과로 분석하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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