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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딥러닝 기반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탐지

임언택*ㆍ도명식**

Lim, Eon Taek*, Do, Myung Sik**

Pine Wilt Disease Detection Based on Deep Learning Us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ABSTRACT

Pine wilt disease first appeared in Busan in 1998; it is a serious disease that causes enormous damage to pine tree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a special law on the control of pine wilt disease in 2005, which controls and prohibits the movement of pine trees 

in affected areas. However, existing forecasting and control methods have physical and economic challenges in reducing pine wilt 

disease that occurs simultaneously and radically in mountainous terrain. In this study, the authors present the use of a deep learning 

object recognition and prediction method based on visual materials us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to effectively detect 

trees suspected of being infected with pine wilt disease. In order to observe pine wilt disease, an orthomosaic was produced using 

image data acquired through aerial shots. As a result, 198 damaged trees were identified, while 84 damaged trees were identified in 

field surveys that excluded areas with inaccessible steep slopes and cliffs. Analysis using image segmentation (SegNet) and image 

detection (YOLOv2) obtained a performance value of 0.57 and 0.77,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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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988년 부산에서 처음 발병된 소나무재선충병(Pine Wilt Disease, PWD)은 우리나라 소나무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정

부에서는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지역의 소나무 이동 금지와 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예찰 및 방제 

방법은 산악지형에서 동시다발적이고 급진적으로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줄이기에는 물리적,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을 효율적으로 탐지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딥러닝 객체인식 예찰 방법의 활용가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관측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통해 영상 데이터를 획득하고 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198개의 피해목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접근이 불가한 급경사지나 절벽과 같은 곳을 제외하고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84개의 피

해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할방법인 SegNet과 검출방법인 YOLOv2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능은 각각 0.57, 

0.77로 나타났다.

검색어 : 무인항공기, 소나무재선충병, 이미지 분할방법, 이미지 검출방법, 딥러닝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Surveying and Geo-Spatial Inform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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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과거부터 쓸모가 많고 성장환경이 적합하

여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무분별한 벌채를 금지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산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소나무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전염 때문이며, 한번 감염되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여 잎이 처지고 

갈변하여 감염 후 20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100 % 

고사하는 심각한 병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초기 방제의 미흡으로 경상남·북도를 시작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급증하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에

서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시행하여 소나무재선

충병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써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뭄, 고온현상 등의 기후적 요인과 고사목의 

방치, 감염목의 무단이동 등으로 피해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와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인력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기발견을 위해 산림지역에 예찰원을 배치

하여 발생지역의 감염목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반출금

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관리에 힘쓰고 있으나, 훈증 처리로 이루어

지는 사후대응형 방식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Kim et al., 2016).

특히, 인력 기반의 지상예찰 방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의 동시다발

적이고 급진적인 발생 패턴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산지, 

급경사지, 절벽 같은 곳에도 피해 발생 초기에는 점상으로 발생하여 

관측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속한 피해 지역 위치 파악과 

정확한 예측에 한계가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가운데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의 항공촬영 기술은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융합 기술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정보분석 

기술은 산림, 방재, 환경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탐지 방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 인식하는 방법

론을 제시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존연구고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존의 인력 

기반 현장조사 이외에 헬기를 타고 항공예찰을 실시하거나, 위성영

상을 이용한 피해 상황 파악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Son et 

al.(2006)은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추출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였고, Kim et al.(2001)은 위성영

상을 바탕으로 GIS 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위성영상의 경우는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수반되는 비용 문제 이외에도 기상 조건에 따른 분석 가능 여부와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서 Kim et al.(2010)은 헬기를 타고서 항공정밀예찰을 실시하

였으며, GI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밀 분석을 진행하였으나, 헬기

의 1회 비행에 소비되는 비용과 조사 방법의 특성상 육안으로 

관측한 정보를 직접 야장에 기입하기 때문에 피해목 위치를 나타내

는 정확한 좌표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황 파악 수준의 

자료수집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무인항공기의 항공촬영 기술은 다양

한 곳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며 손쉽게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융합 

기술로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공간정보분석 기술은 산림 분야에도 

널리 도입되고 있다(Han, 2019).

산림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Kim and Kim(2008)은 무인항공기

를 이용한 촬영방법, 정사영상(orthomosaic) 제작, 영상분류 및 

필터링, 현장조사를 통한 예찰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분석을 

위한 객체 위치나 좌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항공촬영 데이터를 

활용한 항공삼각측량(aerotriangulation)과 정사영상 제작 과정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도 높은 분석을 위해서는 항공촬영 시 기록되는 위치정보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외에 지상표본거리(Ground 

Sampling Distance, GSD)를 측정하고 분석에 포함할 경우 기존의 

결과 보다 값의 정도가 향상되며, 얻고자 하는 위치정보의 실제 

값에 가까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Do et 

al., 2018; Kim et al., 2014).

Nagai et al.(2009)은 무인헬기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해안 산림

에 대한 지리적 위치를 분석한 결과로 10~30 cm 정도의 오차 

범위에서 가능함을 밝혔다. Rokhmana(2015)는 무인항공기를 활

용하여 산림과 농지를 촬영한 영상 데이터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로 수평으로 2픽셀, 수직으로 5픽셀의 오차가 나타났으며 3D 

공간분석으로 수목의 높이도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im et al.(2017)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세종시 주변의 소나

무재선충병 피해지를 분석하고 피해목의 분포 특성을 분석하였으

며, Lee(2017)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무인항공기 영상으로 

촬영하여 GIS 프로그램에서 RGB 값 기준으로 피해목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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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 단위로 추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한편 무인항공기에 다양한 카메라 혹은 센서를 장착하여 데이터

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Lee et al.(2014)은 초분광 

영상 촬영을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감염목 탐지와 감염

목이 나타내는 분광 특성을 분석하여 시듦 현상이 육안으로 관측되

는 시점이 감염 후 2개월 후에 관찰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Kim 

et al.(2015)은 초분광 영상 촬영을 시기별로 진행하고 소나무재선

충병 피해목의 식생지수를 시계열 별로 추적하여 피해목의 위치와 

범위를 분석하였으며, 소나무를 대상으로 제초제를 사용하여 시듦 

현상에 따라서 식생지수의 모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Dash et al., 2017).

Xu et al.(2018)은 다중분광 카메라를 무인항공기에 탑재하여 

토지피복도를 제작한 결과 오차가 매우 작은 RGB 영상과 다중

분광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으며, 촬영 시기별로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높은 정확도가 나타나 다중분광 카메라의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Smigaj et al.(2019)은 병에 걸린 소나무에 열화상 카메라와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센서를 이용하여 

수목의 온도 변화를 확인하였고, 나무가 아닌 밀이나 무와 같은 

농작물에도 식생지수 변화가 있음을 밝혔다(Dash et al., 2017; 

Im et al., 2018).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발달과 다양한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

되면서 이를 자동으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Badrinarayanan et al.(2017)은 기존 영상 분석 방식에 벗어

나 새롭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픽셀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미지 

분할방식인 SegNet 구조를 연구하고 영상분석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와는 조금 다른 접근방식으로 Redmon et al.(2016)

은 객체 탐지의 새로운 구조로 YOLO를 활용하여 기존의 모델보다 

성능이 우수한 탐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탐지 성능 

평가 중 재현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자 이후 Redmon and 

Farhadi(2017)은 속도와 정확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YOLOv2를 활용한 연구를 

제시하였다(Giuffrida et al., 2019). 

일반적으로 딥러닝 기술은 정확도가 높으면 효율성이 뛰어나다

고 해석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분석된 내용이 적합한

지를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객체 집합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불균형한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성능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Derczynski, 2016; Kotsiantis et al., 2006).

특히,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최근에는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산림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류해 주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Dyson 

et al.(2019)은 NDVI와 고해상도 DSM 데이터를 학습시켜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기반의 알고리즘

을 활용하여 토양과 농작물에 대해 분할이 가능함을 밝혔고, Lee 

et al.(2019)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신

경망을 활용하여 탐지할 수 있음을 밝혔다.

3. 항공영상촬영을 통한 정사영상 생성

본 절에서는 기존의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통한 소나무재선충

병 감염의심목 예찰 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산림지역의 영상 자료 취득과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 

탐지 기법의 방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3.1 연구 대상지 선정

먼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의 분석과 검증을 위해 대상지

를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대상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Fig. 1. Study Site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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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강재를 기준으로 북동쪽 산지와 지리상 남쪽에 위치하는 마봉산

으로 두 산의 최대 높이 209.3 m로 비교적 낮은 산세이며 등산 

코스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임도가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기에 선정하였다(Fig. 1). 

항공촬영에 앞서 현장조사가 가능한 지역을 선별하고 무인항공

기를 이용한 항공촬영을 위한 허가 등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즉, 대상지의 높이나 면적을 고려하여 무인항공기의 종류를 선택하

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항공촬영 

장비 선택에 있어서도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센서를 활용할 수 

있고 영상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피해목의 식별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사진측량 프로그램과 GIS프로그램을 

활용한 육안관측, 현장조사 결과, 학습데이터 구성 순으로 진행되었

으며, 피해목의 자동 탐지를 위해서 사용한 딥러닝 알고리즘은 

이미지 분할방법(SegNet)과 이미지 검출방법(YOLOv2)의 두 가

지 방법을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자동탐지에 적합

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해보았다.

3.2 영상데이터 획득 및 정사영상 제작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항공촬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촬영 장소 확인과 장비의 성능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분석에 

가장 중요한 영상 해상도는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설정하

기 위해서는 지상표본거리 또는 지상해상력을 뜻하는 GSD 

(Ground Sampling Distance) 계산을 위해서 촬영고도, 중복도, 

카메라 해상도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Do et al., 2018).

연구에 활용한 항공촬영 장비로는 무인항공기와 카메라가 있다. 

먼저, 산림지역과 같이 넓은 지역의 촬영과 매핑을 위해서는 고정익 

무인항공기가 필요하였으며, 그중 KD-2는 40~60 km/h의 속도로 

넓은 지역을 비행할 수 있으며, 비행시간은 최대 50~60분까지 

가능한 기종이다. 데이터 취득을 위하여 사용한 카메라로 Sony 

사의 RX1R2이며 해상도가 4,240만 화소로 고성능의 DSLR 카메

라를 이용하였다(Table 1).

항공촬영은 2019년 4월에 주변 지형과 대상지의 높이, 기상상태, 

배터리 성능 등을 고려하여 이륙 지점으로부터 비행고도 350 m, 

종‧횡중복률 80 %로 설정하여 이루어졌으며, 특히 비행경로는 

촬영지역보다 길게 주어서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비행 특성에 맞게 

충분한 회전반경을 설정하였다.

촬영한 영상 데이터만으로 분석 대상 지역의 위치나 좌표와 

같은 정보를 획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장의 사진을 

지도로 제작하는 과정인 사진정합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사진 

촬영에서 발생하는 기하학적 왜곡과 경사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

는 영상 데이터의 위도, 경도, 고도를 포함한 3차원 GPS정보가 

있어야 한다.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Geo-tagging 

작업을 통해 무인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GPS 수신기에 기록된 

비행로그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 데이터에 입력해 주어야 한다.

정사영상 제작을 위해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Pix4D Mapper로 

원하는 대상을 3차원 모델로 표현할 수 있게 데이터 입력 시 다양한 

포맷의 사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초점 길이와 센서 크기, 내부 파라미터 값, 렌즈 왜곡 등의 

정보를 최적화하여 객체 생성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분석을 위하여 객체의 반사도 또는 식생지수 등의 인덱스 계산을 

통하여 표현되는 정사영상을 각 형식의 맞는 결과물로 출력해 

주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사진 정합에 활용한 데이터의 수는 226장으로 Pix4D Mapper 

S/W를 활용하여 정사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Geo-tagging 하여 GPS 좌표를 가지고 있는 영상 데이터를 WGS84 

Table 1. Aerial Photography Equipment Specifications

(a) KD-2 (b) Sony RX1R2

Length 180 × 110 cm Weight 480 g

Weight 2.9 kg Sensor 35 mm F2.0 Zeiss Sonnar T lens with macro capability

Mounting weight 550 g Pixels 42.4 MP

Flight time 50–60 min ISO sensitivity ISO 100-25600

Flight speed 40–60 km/h Focal length f=35 mm / F2

Altitude 1000 m Focus range 24 cm-∞ (Normal mode), 14–29 cm (Macro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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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Geodetic System 1984) 좌표계로 입력하게 되면 사진의 

위치, 촬영 방향 등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만들어

지는 출력물의 GPS 좌표계는 촬영지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기준의 Korea 2000 동부 원점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초기 처리 과정에서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매칭하기 위하여 

키포인트 이미지 수를 설정하고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값을 최적화

하여 기초 분석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품질 보고서가 생성된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대상을 3D 공간으로 나타내주는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를 생성하게 되어 전체적인 정사영상 이전의 

객체 형태가 나타나고 각 포인트에서 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추가 기능으로 각 포인트를 이어 면을 생성하는 작업인 삼각매쉬 

기능을 통해서 대상의 형태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 마지막 

과정으로 영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값을 입력하면 다양한 

형태의 분석 영상을 얻을 수 있다.

4.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과 판별

본 절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의 인식과 판별의 효율성

을 고려하여 학습 데이터의 양이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 기반의 객체 인식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SegNet과 YOLO 기반 딥러닝 알고리즘

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객체를 학습시키고 탐지하는 

기술은 크게 이미지 분할방법(Image Segmentation)과 이미지 검

출방법(Image Detection)이 있다. 이미지 분할방법 가운데 대표적

인 기술로써 자율주행 연구 분야에 많이 활용되는 SegNet 알고리즘

은 픽셀(Pixel) 단위로 객체를 인식하고 해당 위치의 픽셀이 어떤 

물체를 의미하는지를 예측하는 Semantic Segmentation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방법은 학습의 속도를 

높이고, 위치정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네트워크 구조상 convolution

과 maxpooling을 통해 압축하고, 다시 upsampling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Badrinarayanan et al., 2017).

이미지 검출방법(Image Detection)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실시

간 검출 방법인 YOLOv2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YOLO 알고리

즘은 기존 알고리즘에서의 느린 속도와 낮은 정확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구조를 가지고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하여 경계 박스의 위치와 클래스의 분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Redmon et al., 2016). 나아가 속도 개선을 

위하여 네트워크 구조에서 2개의 FC (Fully Connected) layer를 

제거하였고, 앵커 박스를 사용하면서 성능 부분에서 크게 향상되어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 검출 속도와 정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YOLOv2의 큰 특징이다(Fig. 3).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객체 이미지 데이터

를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하여 이미지 분할방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SegNet과 이미지 검출방식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YOLOv2의 성능을 비교해보았다.

4.2 학습 데이터 구성과 파라메타 설정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에서 촬영한 영상기반의 소나무재선

Fig. 2. SegNet Architecture (Badrinarayanan et al., 2017)

Fig. 3. YOLO Architecture (Giuffrida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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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병 감염의심목 판별 과정과 별도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참값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먼저, 앞 절에서 제작된 정사영상에서 ArcGIS S/W를 활용하여 

GPS 위치정보를 획득하였다. 이 좌표 정보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목의 특징점 추출과 라벨링(labeling) 과정을 통해 학습 데이터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사영상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으로 추정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주변 건강한 나무들과 

다르게 잎이 변색이 되거나 떨어져 가지만 남은 나무를 선별하고 

좌표 정보를 매칭하는 과정을 수행하여, 198개의 샘플을 얻었다. 

Fig. 4는 198개의 감염의심목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정보이다. 정사

영상에서 추정한 감염의심목이 실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Fig. 5). 이 과정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특징점 추출

을 통한 학습 데이터 구축과 정사영상에서 추정한 피해목 예측 

결과를 실제로 검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목적으로 한 현장조사에서 실제 감염목

의 위치(좌표) 확인을 영상 자료로 추정한 198개의 정보와 일대일로 

확인하였다. 분석 대상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 감염된 소나무들

을 붉은색으로 마킹하고 라벨지를 붙여 표시해 놓은 지역으로 

이를 기준으로 GPS 장비와 야장으로 기존 감염목과 새로 발생한 

감염목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현장조사는 2019년 4월에 오전 10시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2명씩 3개 조로 2회 실시하였으며, 최대한 많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위치와 특징점을 획득하기 위해 접근이 불가능한 급경사

지나 절벽과 같은 위험한 지형 이외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측한 198개 중에 84개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참값을 획득

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얻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무인항공기 영상 자료에서 얻은 항공영상의 관측점들과 

매칭할 수 있었으며, 딥러닝 학습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이때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사영상을 

50 m × 50 m 크기의 그리드로 나누고 각 구역에 대해서 동일한 

픽셀의 크기로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또한,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하나의 이미지에 대하여 90°, 180°, 270°만큼 회전시

켜 총 1,425장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구축한 데이터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중심으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였으며, 각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라벨링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SegNet은 이미지에 소나무재선충병 피

해목이 있는 곳을 검은색, 그 외 부분을 흰색으로 라벨링 하였고, 

YOLOv2는 Bounding box 형태의 라벨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과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딥러닝 

학습에 오류로 나타나는 이미지의 공백 부분과 그림자 등의 데이터

는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하였다. 

Fig. 4. Observation Results of Pine Wilt Disease Based on Image

Fig. 5. Field Survey

Fig. 6. Learning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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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 구성 결과, SegNet과 

YOLOv2 각각 475장, 488장으로 학습 데이터 양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70 %를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30 %를 

검증용 데이터로 구분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에 따른 라벨링 작업을 거쳐 딥러닝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값을 

설정해야 하며, 기존 두 모델의 레이어를 활용하되 마지막 객체를 

인식하거나 의미론적으로 분할하는 곳을 변경하였다(Fig. 7).

SegNet 기반의 학습을 위하여 활성화 함수는 Sigmoid를 활용하

고 트레이너는 Adam을 활용하여 총 2,000 Epoch의 학습을 진행하

였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자동 객체 인식과 판별 과정을 실행

한 결과, 하나의 데이터 결과에 대하여 원본, 라벨링, 결과 이미지가 

추출되었으며, 각각의 이미지를 비교하면 차이를 판별할 수 있다. 

YOLOv2의 학습을 위한 활성화 함수, 트레이너, Epoch의 값은 

모두 동일하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하나의 클래스로 변경하면서 

output layer의 값을 줄였고, input의 크기를 준비한 데이터에 맞추어 

전체 layer를 수정하였다. 객체의 자동 인식은 하나의 이미지 안에 

Bounding box로 라벨링 한 데이터와 검출된 데이터로 나타나게 되며, 

이때 참값으로 제시한 Bounding box가 딥러닝 학습결과로 나타난 

Bounding box와 일정 영역 중첩되어야 참값으로 판정되며, 이를 

IoU (Intersection over union)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같은 객체에 

대해 많은 Bounding box가 생성되고 이 가운데 신뢰성이 가장 높고 

IoU가 일정 값 이상인 Bounding box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된다.

또한, YOLOv2의 분석에서 파라미터 값인 threshold의 조절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학습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threshold 값에 따라 주어진 임계값을 기준으로 해당 객체를 출력하

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threshold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0.1에서 

0.9까지 조절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4.3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을 판별하기 위해 주로 

활용하는 두 가지 지표인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을 

이용하였다. 정밀도와 재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목을 올바

르게 검출한 결과(TP: True positive)와 피해목이 아닌 것을 피해목

으로 잘못 검출한 결과(FP: False positive) 그리로 피해목이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올바르게 검출한 결과(FN: False negative)의 

값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Kotsiantis et al., 2006).

Pr




 det


(1)

 




  


(2)

Table 3의 결과에서 두 알고리즘의 TP, TF, FN 검출 개수의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학습을 위한 라벨링 작업 

시 SegNet은 픽셀 개수, YOLOv2는 Bounding box 개수가 학습되

고, 마찬가지로 결과에서 픽셀과 Bounding box 개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편 딥러닝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때 정밀도만으로 평가하

는 경우 클래스별 데이터의 균형이 거의 동일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반대로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비중이 

큰 쪽의 데이터가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두 평가 지표의 관계는 정밀도가 높으면 재현율이 낮고, 정밀도가 

낮으면 재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Table 2. Configuration Results of Deep Learning Data (Unit: number)

Data for labeling Data for learning Data for verification

SegNet YOLOv2 SegNet YOLOv2 SegNet YOLOv2

475 488 335 342 140 146

(a) SegNet labeling (b) YOLOv2 labeling

Fig. 7. Learning Data Lab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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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평가 지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데이터보다 반대로 정상 

소나무의 데이터가 불균형적으로 많기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의 

최적화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불균형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성능 

측정이 가능한 F-score를 사용하였다(Derczynski, 2016).

  
Pr
Pr×

(3)

f1-score 값은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의 조화평균

으로 계산할 수 있다. Table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SegNet 

알고리즘은 f1-score 값이 0.57로 나타났고, YOLOv2 알고리즘의 

결과는 threshold 0.3에서 f1-score가 0.77로 나타나 YOLOv2가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의 딥러닝 기반 영상분

석을 위한 성능 판별 지표인 정밀도와 재현율을 비교하더라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탐지를 위해서는 YOLOv2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목의 피해 규모를 줄이고 방제에 소요되는 경제적 손실을 절감하기 

위해 무인항공기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예찰 방법을 제시하고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산지의 특성상 접근로가 없고 험준한 지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력 중심의 기존 예찰 방법의 한계를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촬영으로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습을 위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 지역의 소나무재선충 의심목을 대상으로 정합한 영상

과 실제 감염 여부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은 기존 

연구 방법과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확인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출

하기 위한 방법으로 SegNet과 YOLOv2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

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영상 데이터 기반의 픽셀 단위로 객체의 형태와 종류를 분류하는 

SegNet과 박스 단위로 객체의 특징을 학습하여 탐지하는 YOLO의 

접근 방법이 다르지만, 일정한 면적으로 감염 여부를 학습시키고 

성능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각 알고리즘의 비교를 위해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을 가지고 F-score 계산하였으며, 정확도가 각각 

SegNet이 57 %, YOLOv2가 약 77 %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YOLOv2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영상 데이터의 획득 

및 정사영상 제작 과정,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영상분석을 통한 

피해목 탐지 방안에 대한 연구 성과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예찰과 방제 작업을 위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촬영의 경우 계절 및 

일조량의 차이에 따라 정사영상 제작을 위한 보정값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딥러닝 분석에 문제가 되었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과 비슷한 특징점으로 판별되는 지면, 묘지, 마른풀 등의 

추가 학습자료 구축을 통해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이는 방안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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