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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드론으로 취득한 고해상도 정사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컨볼루션 신경망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을 이용한 딥러닝 기법을 통해 수종에 대한 자동분류 가능

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수종판독을 위한 분류항목을 소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잣나무 그리

고 신갈나무 5개 수종으로 선정하였다. 고해상도 정사영상과 임상도를 이용하여 총 5,000개의 데

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수종분류를 위한 학습모델로 CNN 기법을 적용하였고, 데이터셋을 5:3:2의 

비율로 훈련데이터, 검증테이터, 테스트데이터를 구분하여 모델의 학습 및 평가에 사용하였다. 모

델의 전체 정확도는 89%로 나타났으며, 수종별 정확도는 소나무 95%, 자작나무 89%, 낙엽송 

80%, 잣나무 86%, 신갈나무 98%로 나타났다. 

주요어 : 딥러닝, 컨볼루션 신경망, 드론, 정사영상, 수종분류  

ABSTRACT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accuracy of deep learning-based tree species 

classification model trained by using high-resolution images. We selected five species 

classed, i.e., pine, birch, larch, korean pine, mongolian oak for classification. We created 

5,000 datasets using high-resolution orthophoto and forest type map. CNN deep learning 

model is used to tree species classification. We divided training data, verification data, 

and test data by a 5:3:2 ratio of the datasets and used it for the learning and evaluation 

of the model. The overall accuracy of the model was 89%. The accuracy of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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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were pine 95%, birch 89%, larch 80%, korean pine 86% and mongolian oak 

98%. 

KEYWORDS : Deep learning, CNN, Drone, Orthophoto, Species classification

서  론

임업분야에서 나무의 수종에 대한 정보는 흉

고직경 및 수고 정보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정

보 중의 하나이다. 수종 정보는 주로 재적을 산

출하거나 바이오매스 등을 산출하기 위한 정보

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종에 따라 적용하는 전

건비중, 바이오매스 확장계수, 임목재적식 등이 

달라지므로 임업현장에서 정확한 수종정보를 취

득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수종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

으로 주로 지상에서 육안관측을 통해 수종을 식

별하거나, 항공사진을 활용한 육안판독을 통해 

수종을 식별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사나 항공사진 판독을 통한 기존

의 조사방식은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요구

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며, 조사인력의 전문성이나 숙련도

에 따라 판독결과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

다(Lim et al., 2019). 

국내외적으로 원격탐사 등을 활용하여 산림의 

수종을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Carleer and Wolff, 2004; Cha et al., 

2011; Cho and Lee, 2014; Yang et al., 

2018). Carleer and Wolff(2004)는 IKONOS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픽셀단위로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적용하여 

참나무류, 너도밤나무, 미송 등의 7가지의 수종

을 분류한 바 있으며 분류정확도는 86%로 확인

되었다. Yang et al.(2018)은 QUICKBIRD 및 

IKONOS 등의 고해상도 분광 이미지와 LiDAR 

데이터에서 추출된 특징정보인 수관의 수직적 

분포와 질감 정보 등을 결합하여 수종을 분류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 식

생을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바 있

다. Cha et al.(2011)은 MODIS 위성영상에서 

도출한 시계열 정규식생지수(NDVI)의 계절에 

따른 NDVI값의 편차를 이용하여 상록침엽수와 

낙엽활엽수를 식별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Park et al.(2013)은 KOMPSAT 영상 및 고

해상도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도심지역의 식생분

류를 시도한 바 있으며, 식생의 고유한 분광특

성을 활용해 리기다소나무림, 활엽수림, 침활혼

효림, 침엽수림의 4개의 식물군집으로 분류하였

다. Cho and Lee(2014)는 초분광영상데이터

를 이용하여 분광특성이 유사한 침엽수종간의 

수종식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90%이

상의 높은 분류정확도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

과거의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한 수종분류 연

구들의 경우 주로 식생이 지닌 분광특성을 이용

용하고 있으나 분광특성이 유사한 수종을 식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로 침엽수와 활엽수를 

구분하는 것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다. 또한 위

성영상의 취득시기나 지역에 따라 동일 수종에

서도 분광특성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된 분

류모델을 타 지역의 수종분류에 적용하는데 제

약이 있으며, 낮은 공간해상도의 이미지로부터 

취득된 정보의 한계로 인해 개체목 수준에서 수

종을 분류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최근에는 드론 및 센서에 대한 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초고해상도 영상 취득이 가능해지고 딥

러닝을 중심으로 머신러닝 기술에 대한 활용이 

활발해 짐에 따라, 산림분야에서도 고해상도 영

상에서 확보할 수 있는 수종의 형상과 크기, 색

조, 음영, 패턴 그리고 질감 등의 이미지 정보를 

활용하여 수종을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

이 시도되고 있다. Nezami et al.(2020)은 드

론으로 촬영된 초분광영상과 RGB 이미지를 이

용하여 컨볼루션 신경망기법(Convolution Ne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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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area

Network, CNN)으로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여 

소나무, 가문비나무 그리고 자작나무 3개 수종

을 분류하기 위해 다양한 학습모델의 성과를 비

교한 바 있으며, 해당 연구를 통해서 RGB 이미

지만을 학습데이터로 사용한 모델에서도 분류정

확도가 97%로 매우 높은 분류정확도를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im et al.(2019)

은 이종센서의 위성영상으로 취득한 분광특성과 

질감정보 등을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수

종분류 연구를 수행하여 약 80%의 분류정확도

를 도출한 바 있으며, 해당 연구를 통해 위성영

상에서 3m의 낮은 공간해상도에서 취득한 데이

터에서는 수관특성을 명확하게 도출할 수 없어 

분류정확도를 높이는데 제약이 있음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시하였다. Kim et al.(2020)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국의 침엽수 5종에 대한 

자동분류 연구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학

습데이터의 수집방법에 따른 분류정확도를 비교

하였으며, 웹 크롤링을 통해 무작위로 수집된 

웹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학습모델

의 경우 분류정확도가 약 6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수종분류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학습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 학습모델의 성능이 달라

질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들(Lim et al., 2019; 

Nezami et al., 2020; Kim et al., 2020)을 통

해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하여 딥러닝 기반의 수

종분류 모델을 개발할 경우 높은 분류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내

의 경우 아직까지 드론 등 무인항공기를 통해 

취득한 고해상도 영상을 활용하여 딥러닝 기반

의 이미지 학습을 통해 수종을 분류하고자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서식하는 주요 

수종인 소나무(Pinus densiflora), 잣나무(Pinus

koraiensis), 낙엽송(Larix kaempferi), 신갈나

무(Quercus mongolica), 자작나무(Betula 

platyphylla) 5가지 수종에 대하여 드론으로 취

득한 고해상도 정사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딥

러닝 기법을 적용한 수종의 자동분류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홍천북방 선도산림경

영단지에 위치한 산림지역을 연구 대상지로 선

정하였으며, 학습모델에 사용한 딥러닝 기법으

로는 CNN 모델을 사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지

본 연구는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북방리과 성

동리 그리고 화동리에 위치한 홍천북방 선도산

림경영단지에 위치한 일부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그림 1). 홍천북방 선도산림경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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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flowchart of deep learning-based tree species classification model training

Source No. of images Size GSD(cm) Format

Image data Orthophoto
5,000 64×64 8 PNG (RGB)

Label data 5th Forest Type Map

TABLE 1. Summary of datasets in tree species classification model

지는 2013년에 산림청에서 사유림의 경영활성

화를 위해 영세한 사유림을 집단화 및 규모화하

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지정

한 단지로 총 단지 면적은 1,458ha이다. 해당 

지역은 전체면적 중 침엽수림이 57%(825ha), 

활엽수림이 29%(425ha), 혼효림이 12%(178ha)

그리고 나지 등 기타지역이 2%(30ha)이며, 소

나무, 잣나무, 낙엽송, 신갈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상 촬영 및 데이터셋 구축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와 같이 고해상도 

정사영상과 임상도를 이용하여 수종분류모델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으며, 구축

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CNN 기반의 수종분류 

모델에 대한 학습 및 모델평가를 수행하였다.

수종분류를 위한 이미지 학습에 사용될 고해

상도 영상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DJI사의 팬

텀4 RTK를 활용하여 촬영하였으며 2020년 9

월에서 10월에 걸쳐 약 200ha에 해당하는 산

림면적에 대해 항공영상을 수집하였다. 촬영된 

영상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 정사영상을 제

작하기 위하여 Pix4D Mapper 프로그램을 활용

하였으며, 8cm의 공간해상도(GSD)를 가진 정

사영상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취득된 정사영상을 이용하여, 

64×64 크기의 영상을 추출하여 소나무, 잣나

무, 낙엽송, 신갈나무 그리고 자작나무 5가지 

수종별로 1,000장의 영상으로 구성된 데이터셋

을 구축하였다(표 1, 그림 3). 각 영상과 매칭

되는 수종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5차 임상

도의 수종정보를 활용하였으며, 도면 중첩에 의

한 공간분석을 통해 해당 영상과 동일한 위치에 

해당하는 임상도의 수종정보를 추출하여 데이터 

라벨링을 실시하였다,

수종 판독모델의 학습을 위하여 구축된 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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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xamples of datasets for tree species classification model

Layer Name Output Shape No. of Parameter

Conv1 (None, 148, 148, 32) 896

max_pooling (None, 74, 74, 32) 0

Conv2 (None, 72, 72, 64) 18,496

max_pooling (None, 36, 36, 64) 0

Conv3 (None, 34, 34, 128) 73,856

max_pooling (None, 17, 17, 128) 0

Conv4 (None, 15, 15, 128) 147,584

max_pooling (None, 7, 7, 128) 0

flatten (None, 6,272) 0

Dense (relu) (None, 512) 3,211,776

Dense (softmax) (None, 5 513

Trainable Prametrs 3,453,121

TABLE 2. Structure of convolution neural network model

별 영상의 50%를 훈련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며, 

30%는 모델의 검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고, 

나머지 20%를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테

스트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3. CNN 모델

본 연구에서는 수종분류를 위한 학습모델로 

CNN 기법을 적용하였다. 최근 딥러닝의 적용은 

이미지 분류를 포함하여 이미지 세분화 및 객체 

감지와 같은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우수한 성능

을 보여주고 있으며, AlexNet, VGGNet, 

GoogLeNet 등 CNN 모델을 기반으로 한 학습

모델들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Dhillon 

and Verma, 2020; Li et al.,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종 분류를 위한 이미지 

학습모델로 CNN 모델을 선정하였다. CNN 모

델은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컨볼루션 층

(Convolution layer)과 정보를 압축하는 풀링

(Pooling layer)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컨볼루션 층과 4개의 풀링층으로 구성된 

CNN모델을 구현하여 수종분류를 위한 학습에 

활용하였다(표 2).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수종분류모델의 학습과정에 따른 

훈련정확도 및 검증정확도는 그림 4와 같이 학

습횟수(epoch)가 증가함에 따라 올라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훈련정확

도는 91.0%, 검증정확도는 89.4%의 분류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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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xamples of comparison between actual label and predicted label in test data sets

FIGURE 4. Training and validation accuracy 

when trained on tree classification model

  

FIGURE 5. Training and validation loss on tree 

classification model

을 보여주었다. 모델의 학습과정 전 구간에 걸

쳐 검증정확도가 훈련정확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구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적합

(Over-fitting)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는 학습횟수 증가에 따른 훈련손실과 

검증손실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낸 것이다. 손실

함수로부터 얻어지는 손실값(Loss value)은 실

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의미하며 손실값이 낮

아질수록 잘 학습된 모델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분류 크로스 엔트

로피 손실함수(Multi-class cross entropy 

loss)를 통해 각 학습과정에서의 손실값을 도출

하였으며,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서 훈련손실은 

0.2508, 검증손실은 0.2897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된 수종분류모델의 성능을 테스트

하기 위하여 학습모델의 훈련 및 검증 단계에서 

이용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

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림 6과 같이 테스트 

데이터의 실제 라벨값과 학습된 수종분류모델을 

통해 예측된 라벨 값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였으

며, 그림 7과 같은 수종분류모델의 혼동행렬 값

을 도출하였다. 1,000개의 테스트 이미지를 적

용한 모델의 전체 정확도는 89.2%의 성능을 보

여주었다. 각 수종별로 실제값과 예측값이 일치

하는 분류정확도 값은 소나무가 83%, 자작나무

가 98%, 낙엽송 90%, 잣나무 88% 그리고 신

갈나무 8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학습된 수종분류모델의 분류정확

도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수종

분류모델에서 수종별 정밀도(Precision)는 소나

무 95%, 자작나무 89%, 낙엽송 80%, 잣나무 

86%, 신갈나무 98%로 나타났으며, 재현율

(Recall)은 소나무 83%, 자작나무 98%, 낙엽

송 90%, 잣나무 88%, 신갈나무 86%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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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fusion matrices without normalization

   

(a) Confusion matrices with normalization

(PD: P.densiflora; BP: B.platyphylla; LL: L.kaempferi; PK: P.koraiensis; QM: Q.mongolica)

FIGURE 7. Confusion matrices of trained tree classification model

Precision Recall F1-score Support

P.densiflora 0.95 0.83 0.89 193

B.platyphylla 0.89 0.98 0.93 201

L.kaempferi 0.80 0.90 0.85 192

P.koraiensis 0.86 0.88 0.87 209

Q.mongolica 0.98 0.86 0.92 205

Accuracy - - 0.89 1,000

TABLE 3. Classification report of trained tree classification model 

다. F1-score는 소나무 89%, 자작나무 93%, 

낙엽송 90%, 잣나무 88%, 신갈나무 86%로 나

타났으며, 모델의 전체 정확도(Accuracy)는 

89%로 평가되었다. 

기존의 수목분류에 대한 연구들에서 개발된 

수종분류모델들은 80~90% 수준의 전체정확도

를 갖는 것으로 보고 된바 있다(Park et al., 

2013; Fabian et al., 2016; Lim et al., 2019). 

따라서 본 모델의 전체정확도 89%는 기존의 연

구결과들과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준 것으

로 평가되었다.

결  론

본 연구는 드론으로 취득한 고해상도 정사영

상 자료를 이용하여, CNN 기법을 적용한 딥러

닝 기법을 통해 국내에 서식하는 주요 수종인 

소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잣나무 그리고 신갈

나무 5개 수종에 대한 자동분류 가능성을 분석

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의 공간해상도

를 가진 고해상도 정사영상에서 각 수종별로 

64×64 크기의 이미지를 추출하고 모델학습을 

위한 5,000장의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수종 

분류를 위한 이미지 학습모델로 4개의 컨볼루션 

층과 4개의 풀링층으로 구성된 CNN모델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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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였으며, 구축된 데이터셋의 50%를 훈련데

이터, 30%를 검증데이터로 활용하고, 나머지 

20%를 테스트 데이터로 이용하여 모델의 성눙

을 평가하였다. 

수종분류모델의 학습결과 완료된 모델의 훈련

정확도는 91.0%, 검증정확도는 89.4%로 나타

났으며,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한 성능평가에서

는 정밀도는 소나무 95%, 자작나무 89%, 낙엽

송 80%, 잣나무 86%, 신갈나무 98%로 나타났

으며 전체 분류정확도는 89%로 양호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수종에서 

소나무를 자작나무로 오분류할 확률이 12%, 잣

나무를 낙엽송으로 오분류하는 확률이 11% 정

도로 나타나 분류모델의 성능이 다소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수종분류모델을 학습하

는 데 있어 5,000장의 소규모 데이터 영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타 산업분야의 이미지 인

식 연구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의 분

류정확도인 98~99% 수준으로 학습모델을 개발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점은 지속적으로 각 수종별 대량의 학습데

이터를 축적하고 학습모델에 적용한다면, 임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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