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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ost cases, optical images have been used as training data of DL (Deep Learning) models for object 

detection, recognition, identification, classification, semantic segmentation, and instance segmentation. 
However, properties of 3D objects in the real-world could not be fully explored with 2D images. One of the 
major sources of the 3D geospatial information is DSM (Digital Surface Model). In this matter, characteristic 
information derived from DSM would be effective to analyze 3D terrain features. Especially, man-made objects 
such as buildings having geometrically unique shape could be described by geometric elements that are obtained 
from 3D geospatial data. The background and motivation of this paper were drawn from concept of the intrinsic 
image that is involved in high-level visual information processing. This paper aims to extract buildings after 
classifying terrain features by training DL model with DSM-derived information including slope, aspect, and 
SRI (Shaded Relief Image).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sing DSM and label dataset provided by ISPRS 
(International Society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for CNN-based SegNet model. In particular, 
experiments focus on combining multi-source information to improve training performance and synergistic 
effect of the DL model.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buildings were effectively classified and extracted by the 
proposed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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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대부분의 경우 광학 RGB 영상을 딥러닝(DL: Deep learning)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객체탐지, 인식, 식별, 
분류, 의미적 분할 및 객체 분할 등을 수행하지만, 실세계의 3차원 객체들을 2차원 영상으로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
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3차원 지형 공간정보인 수치표면모델(DSM: Digital Surface Model)과 더불어 
DSM에 내재된 특성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지형지물을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건물과 같이 기하학적으로 정
형화된 형태의 인공구조물은 3차원 공간데이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하학적 요소와 특성을 이용하여 객체의 분
류와 형상 묘사가 가능하다. 이 연구는 고차원 시각정보(high-level visual information)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재된 고유의 특성정보(intrinsic information)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객체의 기하학적 요소인 경사
와 주향을 DSM으로부터 도출하고, 다방향에서 생성한 음영기복영상(SRI: Shaded Relief Image)과 함께 DL 모델
의 학습 수행에 사용하였다. 실험은 ISPRS (International Society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셋 중에서 DSM과 레이블 데이터를 객체의 의미적 분류를 위해 개발된 합성곱 기반의 SegNet 학
습에 사용하였다. 지형지물을 분류하고 분류 결과를 이용하여 건물을 추출하였다. 특히 DL 모델의 학습 성능 향상
을 위해 학습 데이터의 여러 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핵심이다. 제안한 방법은 건물 분류와 추출
에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어 : 다중 데이터, 고유정보, 딥러닝, 건물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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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여러 분야에서 딥러닝(DL) 기반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와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여러 국가들의 새로운 기술 기반의 정책 수립
에 큰 변화와 영향을 주고 있다. 1940년 Clark에 의해 3단계
로 분류된 산업구조(1차, 2차 및 3차 산업)는 오랜 기간 지속
되어 왔지만, 21세기 시작과 함께 혁신적인 기술 발전으로 새
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머지않아 기술과 산업뿐 아니라 학
문의 분류도 지식산업으로 대표되는 “AI”와 “비AI”로 양분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40년대 초에 AI 실현을 위해 처음 시도
된 초기의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연구
(McCulloch and Pitts, 1943)는 미약했지만,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인공신경망 기반의 딥러닝은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분야로 급속하게 파급되고 있다. DL에 
대한 관심은 최근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서도 보여주고 있
다. 영상을 비롯하여 공간정보 데이터를 이용한 DL 관련 논문
은 사진측량, 지리정보, 원격탐사, 영상처리, 컴퓨터비전 등 국
내외 전문 학술지에서 게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광학영상뿐 아니라 다양한 센서로부터 획득한 “다중 공
간정보 데이터”(Multi-modal spatial data)인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영상, 초분광 영상(Hyper-spectral image), DSM (Digital 
Surface Model), 수치지도 등을 서로 다른 특성의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DL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Cho and Lee, 2020; Maltezos et al., 2019; Nahhas et 
al., 2018; Pibre et al., 2017). Multi-modal data는 제한된 정보
만 제공하는 동일한 종류 또는 하나의 특성 데이터만 이용하
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센서 데이터(multi-sensory data), 
원시 데이터에 내재된 고유정보(intrinsic information) 및 내포
된 이질적 특성의 데이터(heterogeneous data) 등에서 도출된 
정보(derived information)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이러한 데
이터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사용하면 지형지물 및 객체들을 
파악하고 인식하는 데 장점이 있다. DL에서 다중 공간정보 데
이터의 효과는 Audebert et al., (2018)가 다중분광 영상에서 식
생지수(NDVI: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를 도
출하고 DSM과 함께 학습에 이용한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 

DL은 활용 목적에 따라 학습 데이터의 종류와 특성 및 최
종 성과물도 다르므로, 사전학습 DL 모델(pre-trained DL 
model) 또는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에 전문화되고 특화
된 DL 연구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선행 연구(Lee 

et al., 2019; Lee and Lee, 2020; Lee et al., 2020)를 기반으
로 다중 공간정보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여 서로 다르
게 조합한 데이터로 DL 모델의 학습을 수행하여 DL의 성능 
분석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2차원적인 광학영
상은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3차원 기하학적 특성이 내재된 
DSM과 이로부터 객체인식에 중요한 요소인 경사 및 주향 정
보를 도출하고, 지형지물의 3차원 시각적 인지효과를 향상시
킨 음영기복 영상(SRI: Shaded Relief Image)을 생성하여 DL 
모델 학습에 사용하였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점진
적으로 조합하여 합성곱 신경망(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기반의 DL 모델의 학습을 수행하여 건물을 인식하
고 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상의 단점은 중심투영 및 지형지물의 기복에 의한 변위, 
촬영조건에 따른 객체 형태의 왜곡과 폐색영역, 명암 및 색조
변화, 그림자 등이 발생하여 DL 모델의 학습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실세계의 3차원 지형지물들이 2차원으로 투영된 영
상만 사용하는 것은 객체인식에 한계가 있다. 영상은 객체 표
면에서 반사되는 밝기가 픽셀에 기록되므로 모양, 크기, 체적, 
재질 등이 동일한 객체도 촬영거리와 방향에 따라 형태와 표면
의 색에 따라 색조가 다르다. 반면에 3차원 절대좌표로 구성된 
DSM은 직관적인 시각적 인지 요소는 결여되어 있지만, 객체
인식에 중요한 기하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DSM 및 도출된 정보로 CNN 기반의 DL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영상과 같은 격자로 구성된 래스터 형태로 변환해야 
하므로 격자화를 위한 보간법에 따라 객체의 외곽선과 같은 
불연속선에서 실제 객체(또는 ground truth인 레이블 데이터)
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Laurini and Thompson, 1998). 또한, 
시각적 요소와 분광정보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DSM을 이용하
여 여러 방향에서 생성한 다방향 SRI를 융합하여 DL 모델 학
습에 사용하였다. SRI는 객체의 기하학적 요소인 경사와 경사
방향(즉 주향)의 변화에 의해 밝기의 공간적 변화를 입체적 음
영으로 묘사하여 객체 표면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Horn, 1981; Lee et al., 2019).
실험은 독일 사진측량, 원격탐사 및 공간정보학회(DGPF: 

Deutsche Gesellschaft für Photogrammetrie, Fernerkundung 
und Geoinformation)가 구축하고 국제 사진측량 및 원격탐사
학회(ISPRS: International Society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가 제공하는 Benchmark Testset(Cramer, 
2010) 중에서 DSM과 레이블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
에 사용한 SegNet 모델은 옥스퍼드 대학이 개발한 VGG-
16 (Simonyan and Zisserman, 2015)을 기반으로 개발되
었으며, 주로 영상의 의미적 분류(semantic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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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된다. SegNet은 encoder와 decoder로 구성되어 있
으며, 여러 층의 완전 합성곱 신경망(deep fully CNN)이다 
(Badrinarayanan et al., 2017)이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도 영
상뿐 아니라 DSM을 SegNet 학습에 사용하고 있다(Audebert 
et al., 2018; Chen et al., 2018; Speldekamp et al., 2015; Zhou, 
2019). 본 연구의 핵심은 특성이 다른 종류의 데이터 조합이 
DL 학습 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시너지 효과의 분석이다. 이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별 데이터에 의한 학습과 점진적으
로 데이터를 추가시켜 조합한 경우에 대한 DL 결과의 정확도
를 비교하였다:
① 개별 데이터: [DSM], [경사], [주향], [다방향 SRI]
②   조합 데이터: [경사+주향], [DSM+경사+주향], [DSM+
경사+주향+다방향 SRI]

실험 결과, 개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데이터의 
종류를 추가하여 학습을 수행하면 정확도가 향상되며, 특히 
건물 인식 정확도는 건물 이외의 다른 객체(즉, 자연 지형지물)
의 정확도 보다 높았다. 그 이유는 건물은 기하학적 특성이 뚜
렷하고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기하학적 요소가 내재된 DSM
으로 학습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2. 연구 방법

2.1 실험지역과 데이터 셋

실험에 사용한 ISPRS의 Benchmark dataset은 2013년부터 
ISPRS Commision III - Photogrammetric Computer Vision and 
Image Analysis의 Working Group III/4: 3D Scene Analysis에
서 "Urban Classification and 3D Building Reconstruction"을 
위해 독일 Vaihingen 및 Potsdam 지역과 캐나다 Toronto 지
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공간정보 데이터베
이스이며 적외선(IR) 정사영상 모자이크, DSM, LiDAR 데
이터, 그리고 ground truth인 레이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Rottensteiner et al., 2013). 레이블 데이터는 토지피복분류
(land cover classification) 영상이며, 일부 지역은 건물 객체에 
대해서 3차원 수치도화에 의한 CAD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DL을 위한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경진대회 및 알
고리즘 검증용 데이터 셋(예: ImageNet, CIFAR, Microsoft 
COCO, Pascal VOC, Cityscapes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대
부분 지상에서 촬영한 일반 광학영상이고, 일부는 실내 영상
과 3D 데이터(depth map 또는 point cloud 데이터)가 제공된다 
(예: SUN RGB-D, NYUD-v2). 이런 데이터들은 일반적인 사
물(예: 자동차, 의자, 사람, 동물 등) 인식 또는 분류를 위한 DL 
모델 개발에는 적합하지만, 사진측량과 원격탐사 등 공간정보 

분야에서 활용(예: 수치지도 제작, 3D 객체 모델링, 3차원 지형
지물 분류 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획득부터 생성까지 전문
적인 사진측량 기술이 요구되고 데이터 사양과 품질 및 정확
도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공간정보 분야에 적합한 데
이터 획득 장비의 특성과 성능, 데이터 생성 방법 및 시스템, 
데이터 사양 등 구체적인 정보와 정확도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양한 종류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세계를 대상으로 공식적으
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ISPRS의 Benchmark 데이
터 셋과 DALES (Dayton Annotated Laser Earth Scan) 데이
터 셋이 대표적이다 (Varney et al., 2020). 이러한 데이터베이
스터는 사진측량을 DL과 접목하여 발전시키려는 연구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간정보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
도 ISRPS 데이터 셋을 이용하여 DL 모델 개발과 검증에 사
용하고 있다. ISPRS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셋은 33개 지역으
로 분할된 해상도 0.09m의 적외선(IR) 정사영상, 영상의 해
상도와 동일한 GSD (Ground Sample Distance)의 격자형 연
속 DSM, 그리고 GSD 0.50m(점밀도: 4pts/m2)의 항공 라이
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DSM은 INPHO사의 MATCH-T
를 사용하여 영상정합 기법과 유한요소 보간법(finite element 
interpolation)(Kim and Bathe, 2013)을 적용하여 고밀도로 생
성하였다(Lemaire, 2008). 본 논문에서는 DSM 데이터를 기
반으로 DL에 의한 객체분류 및 건물 추출을 수행하기 위해 
연속 DSM을 영상의 분할 지역과 일치되도록 33개의 지역으
로 분할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레이블 데이터는 16개 지역
에 제공되므로 레이블 데이터가 존재하는 지역의 데이터 셋
을 학습에 사용하였다(Fig. 1). 레이블 데이터는 지표면을 6
개의 클래스(building, tree, low vegetation, car, impervious 
surface, clutter/background)로 분류하였다. 

(Note: Label data is not available for "Not used" areas.)
Fig. 1. Vaihingen datasets for 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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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ining and validation datasets

(b) Test datasets 
Fig. 2. Configuration of datasets with IR image, DSM, and 

label data of Vaihingen area

2.2 학습 데이터 생성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3차원 데이터 기반의 DL 모델 학
습이므로 3차원 좌표로 구성된 DSM과 DSM에서 추출한 특
성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객체의 형상 인식에 
중요한 요소인 경사와 주향을 산출하였으며 여러 방향에 대
한 SRI를 생성하였다. 객체 면에 대해 경사와 주향이 결정되
면, 3차원 공간에서 그 면에 수직인 3차원 법선벡터(surface 
normal vector)를 구할 수 있으며, 입사 광선에 대한 반사 광
선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SRI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
한 요소이다. Fig. 3 시험지역의 DSM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4는 시험지역의 Area 1 일부 지역에 대한 법선벡터를 시각화 
예를 보여주고 있다. Fig. 5는 주향과 경사를 각각 시각화 하
여 보여주고 있으며, Fig. 6은 주향과 경사를 융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Area 1         (b) Area 28               (c) Area 37
Fig. 3. DSM of test areas

Fig 4. Surface normal vectors (red arrows) of DSM 
(Part of Test Area 1) 

(a) Slope           (b) Aspect 
Fig. 5. Visualization of slope, aspect and combining 

slope and aspect of Test Area 1

   (a) Area 1         (b) Area 28               (c) Area 37
Fig. 6. Visualization of combining slope and aspect of tes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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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지물의 표면을 모든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반사하
는 완전 확산면(즉 Lambertian surface)으로 가정하고, Fig. 7
과 같이 DSM의 모든 격자면의 법선에 대하여 NW, NE, SE 
및 SW의 4개 방향에 대한 다방향 SRI을 생성하였다. Fig. 8
은 시험 지역의 데이터에 대한 다방향 SRI을 보여주고 있다. 
DSM, 주향, 경사 및 다방향 SRI로 이루어진 시험 데이터 셋
은 학습이 완료된 DL 모델에 입력하여 지표면을 분류하고 결
과를 분석하였다. 

Fig. 9는 건물의 지붕 모양에 따른 영상, DSM, 경사, 주향
(즉 surface orientation) 및 다방향(multi-directional) SRI
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높이 변화가 없는 평면 지붕은 모
든 데이터에서 균일하지만 영상은 촬영조건에 따라 명암과 
색조의 변화와 그림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엄밀정사영상이 

아닌 경우 중심투영에 의한 폐색지역에 의해 객체의 일부 또
는 전부가 완전하게 촬영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표면의 재
질이나 색에 따라 정확하게 기하학적 특징이 묘사되지 않
을 수 있다. DSM은 같은 높이의 표면은 일정하게 묘사되
며, 경사는 건물의 외곽선에서 최대값이고 주향은 일정한 
규칙성을 보인다. SRI에서는 DSM과 유사하게 일정한 형태
이다. 경사와 주향이 변하는 지붕인 박공형(gable)과 파라
미드의 경우는 영상과 DSM에서는 형태 파악과 구별이 어
렵지만, 경사와 주향 및 다방향 SRI에서는 형태가 명확하
게 구별된다. 이러한 현상과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특성
이 내재된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하여 DL 모델 학습에 사용
하였으며, 데이터의 특성과 조합 방법에 따른 영향과 효과
를 분석하였다. 

Fig. 7. Generation of multi-directional SRIs from DSM with different locations of light source and combined S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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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rea 1        (b) Area 28               (c) Area 37
Fig. 8. Combined multi-directional SRI of test areas 

경사와 주향의 기본이 되는 법선벡터는 객체의 기하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법선벡터의 분포 형태로부터 객체의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 Fig. 9에서 화살표는 DSM에서 각각의 격자면
에 대한 법선벡터를 보여주고 있다. 평면 지붕이나 도로에서 
법선벡터의 방향은 수직이고, 경사 지붕의 법선벡터는 경사와 
주향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건물 벽면에서는 
법선벡터의 방향은 수평이다. 반면에 수목지역의 법선벡터는 
불규칙한 방향으로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선벡터는 DSM으로부터 객체 표면을 구성하
는 요소들인 경사와 방향(surface orientation) 정보를 포함하
고 있으며, 본 연구의 배경인 컴퓨터비전의 고유영상을 구성
하는 중요한 요소(즉, 조명, 반사특성, 센서위치 및 법선) 중 하
나이다(Ballard and Brown, 1982).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사와 주향 그리고 SRI는 법선벡터가 기본이 되며, 객체의 
형상 인식에 중요한 형상 설명자(shape descriptor) 역할을 한
다. 그러므로 경사와 주향은 같이 학습에 사용하여야 시너지 
효과가 있고,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면 그 효과는 저하
되는 것을 실험 결과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2.3 DL 모델 학습 수행

실험을 위해 DL의 전이학습에 사용한 SegNet 모델은 심층 
CNN이며,  encoder에서 특성 정보를 추출하고 decoder에서
는 특성 정보로부터 종류별로 분류한 결과를 영상 형태로 생
성하므로 여러 종류의 객체들이 혼재된 지역에 대해 픽셀 단
위의 의미적 분할에 의한 효율적으로 지형지물의 분류가 가

Roof type IR image DSM Combining slope 
and aspect Multi-direct. SRI  Surface orientation 

vector

Flat

Gable

Pyramid

Fig. 9. Characteristics of DSM, slope and aspect, and multi-directional SRI with different roof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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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Badrinarayanan et al., 2017). 대상지역의 DSM의 평
균 크기는 1900 x 2500이며, 데이터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역적 특성이 반영 되도록 Fig. 10과 같이 모든 학습 데이터
와 레이블 데이터를 150 x 250 크기로 종횡 방향으로 50% 중
복 분할하여 학습에 사용하였다. 데이터를 중복해서 분할하
면, Fig. 11과 같이 많은 수량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객체들이 서로 다른 환경 또는 다양하게 조건에서 
학습이 수행되므로, 학습의 반복성, 유연성, 융통성 및 포괄
성 등에 의한 학습 효과와 DL 모델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 
DL은 다량의 다양한 조건이 균형있게 반영된 학습 데이터가 
요구되지만, 이러한 특성의 데이터를 직접 대량으로 획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품질의 데이터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
기 위한 data augmentation(데이터를 증가시키는 기법)을 적
용한다. 데이터 증가는 객체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기하학적 
augmentation(예: 이동, 회전, 축척 변경, 좌우 반전 등)과 영상
의 화질을 변경시키는 분광적 augmentation(예: 노이즈 추가, 
밝기 및 대조비 변경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조건으로 
인위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Augmentation 기법은 
AlexNet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Krizhevsky 
et al., 2017). Augmentation의 혜택은 객체의 일부만 입력되어
서 객체를 인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DL은 학습용(60%), 검증용(20%)과 시험용

(20%) 데이터로 구별하며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Sharada et al.,2016), 과적합(over-fitting)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 학습과 검증 데이터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교차검증(cross-
validation)에 의한 학습을 수행하였다(Bronshtein, 2017). 본 
연구에서는 총 16개 지역의 데이터 중에서 학습용 및 검증용
으로 각각 10개 및 3개 지역 데이터(Area 3, 5, 7, 11, 13, 15, 17, 
21, 23, 26, 30, 32 및 34)로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3개 지역을 
시험용 데이터(Area 1, 28 및 37)로 사용하였다(Fig. 1 참조).

     
              (a) Training dataset                        (b) Label data

Fig. 10. Dataset partition for DL model training

Fig. 11. Benefit of training data partition (Center, up, 
down, left, and right images are overlapped) 

본 연구에서 영상은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상지
역의 형태와 특징을 보여주고 결과를 시각적으로 비교 분석하
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Fig. 12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한 방법의 흐름도를 보여주고 있다. 개별 데이터에 의
한 학습과 데이터 조합에 의한 학습으로 구별하여 수행하였
으며, 데이터 조합에 의한 학습은 경사와 주향 정보의 조합, 그
리고 점진적으로 DSM 자체와 다방향 SRI를 추가하여 총 7개
의 경우에 대한 학습을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SegNet 모델은 완전 CNN으로서 구조가 단
순하고 분류 정확도가 높다. Encoder 부분에서는 특성맵 생
성을 위한 합성곱, 정규화, 활성화 함수 및 max-pooling이 순
차적으로 수행되고, decoder 부분에서는 해상도 복원을 위한 
upsampling, 합성곱, 정규화, 활성화 함수가 수행 되는 대칭적 
구조이다. 학습 과정에서 경사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ReLU 
(Rectified Linear Unit)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고, 최종 출력
층의 softmax는 의미 있는 분류를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Goodfellow et al., 2016). Fig. 13은 SegNet 모델의 전이학습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egNet 모델의 기본적인 구조는 수정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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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으나, 원래 모델은 3개 채널로 구성된 RGB 영상을 
학습시키기 위한 모델이므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할 경우를 위해 입력 채널에 제한 없이 학습이 가능하도
록 수정하였다. 학습에 적용한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는 학습
률=0.001, epoch=100~350, 최대 반복횟수=608500, 검증주
기=1217, batch 크기=4이다.

Fig. 13. Implementation of transfer learning

3. 결과 및 분석

3.1 딥러닝 모델의 학습 성능

Fig. 14는 테스트 지역의 레이블 데이터이며, Fig. 15는 학습 
및 검증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파란색)와 손실(주황색) 그래
프이다. 정확도와 손실에 대한 정보는 학습의 진행 과정을 모
니터링하고 전반적인 학습 성능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며, 하
이퍼 파라미터 조정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만, 세부적인 학습 성과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
므로 학습이 완료된 모델(trained model)에 시험용 데이터를 
적용한 결과를 다양한 경우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
여 DL 모델의 성능과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적
합을 최소화하여 학습된  DL 모델의 범용화와 더 나아가 확
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데
이터에 국한하여 학습된 DL 모델이 특성이 다른 지역의 데이
터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a) Area 1   (b) Area 28     (c) Area 37  (d) Class categories
Fig. 14. Label data of test areas

Fig. 12. Workflow of proposed approach and train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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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사전학습 모델은 제한적인 조건 및 특성
을 가지는 데이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사전학습 모델은 전
이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대상 지역이 사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와 특성이 다른 경우
에는 사전학습 모델은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대상 지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학습을 수행하여
야 한다. 이런 문제는 현재 DL의 한계이며 단점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기법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
면, 여러 모델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학습을 수행(ensemble 
learning) 하거나, Google DeepMind에서 적용한 방법으로 기
존의 지식 또는 경험을 복합 신경망의 중간 과정에 전달하는 
점진적 신경망(progressive neural network)에 의한 학습 등
이다(Liu et al., 2018; Macko et al., 2019; Rusu et al., 2016; 
Tao, 2019).     

3.2 분류 결과 분석  

Fig. 16은 개별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에 테스트 지역의 
데이터를 입력한 결과이고, Fig. 17은 여러 경우의 조합에 
의한 융합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에 테스트 지역의 데이터
를 입력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테스트 지역의 모든 객체
(category)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Table 1과 Fig. 18에서 보
여주고 있다. 개별 데이터와 융합 데이터를 구분하여 학습
과 검증 정확도, 그리고 시험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보여
주고 있다. DL 특성상 모든 경우에서 정확도 순서는 학습, 
검증, 시험 데이터이며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여러 
측면에서 결과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의 핵심인 딥러
닝에 의한 건물 분류에 대한 정확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었다.
(1) 객체별 분류 정확도: 각각의 객체 (즉 분류 클래스)
에 대한 분류 결과는 객체의 종류와 학습에 사용한 데이
터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모든 데이터를 융합한 경우 (즉 
[DSM+Slope+Aspect+SRI])에 가장 높은 정확도를 얻었
다. 특히 low vegetation(초목 또는 잔디) 및 car(차량) 클래
스의 정확도가 급격히 증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Table 1 
및 Fig. 18 참조). 그러나 low vegetation과 car의 분류 정확도
는 다른 객체에 비해 모든 경우에서 낮음을 알 수 있다. Low 
vegetation은 여러 종류의 식생과 여러 객체들이 혼재되어 있
는 경우가 많고, 도로와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DEM 기
반의 학습 데이터의 특성상 정확도가 낮다고 사료된다. 차량
의 경우는 객체의 크기가 작고 데이터 수량이 다른 객체에 비
해 현저히 작으므로 오차에 민감하여 정확도가 낮다. 반면, 높
이 변화가 심하고 형태가 복잡한 나무는 건물을 제외한 다른 
객체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하학적 특징이 내제된 학습 데이터의 특성에 있다고 판단된
다. 엄밀한 의미의 분류 정확도 산정을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객체에 포함되는 데이터의 수량(즉, 각각의 객체가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클래스 불균형(class imbalance)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Sander, 2020; Shin et al., 2022).  

(2) 건물분류 정확도: 건물 정확도(Fig. 19과 Fig. 20
의 Test (Building) 파란색 막대 그래프 참조)는 개별 데이
터 학습과 융합 데이터 학습에 의한 결과는 다른 객체들
을 포함한 전체 정확도(Fig. 19과 Fig. 20의 Test (Overall) 
연두색 막대 그래프)에 비해 높았다. 최대 정확도 차이
는 Fig. 20에서 [DSM+Slope+Aspect]의 경우 12.08% (= 

                       (a) Training using DSM only                                           (b) Training using combined all datasets 
Fig. 15. Graphs of accuracy and loss for ep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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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3%-67.75%)이고, 최소 정확도 차이는 Fig. 20에서  
[DSM+Slope+Aspect+SRI]의 경우 2.98% (= 86.71%-83.73%) 
이다.

(3) 데이터별 정확도: 개별 데이터 학습과 융합 데이터 학
습 결과를 비교해 보면, 궁극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융합하여 
학습한 경우(즉 Fig. 20에서 [DSM+Slope+Aspect+SRI]) 건
물 정확도(86.71%) 뿐 아니라 학습 정확도(93.17%), 검증 정확
도(91.07%), 전체 시험 정확도(83.73%) 등 모든 정확도가 가
장 높았다.

(4) 데이터 조합에 따른 정확도: 경사와 주향을 개별적으
로 학습한 결과의 정확도는 각각 78.59%와 79.01%(Fig. 
20의 Slope와 Aspect)로 낮았지만, 서로 융합한 결과는 
83.37%(Fig. 20의 [Slope+Aspect])로 정확도가 많이 향상되
는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경사와 주향 
정보는 공존해야 객체인식에 의미가 있다. 

(5) 개별 데이터에 의한 학습 성과: 원래 데이터인 DSM과 
추출한 정보인 경사, 주향, 다방향 SRI의 개별적 학습 성능

은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향
후 DSM뿐 아니라 서로 다른 센서 또는 방법으로 획득한 여
러 종류의 다양한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할 경우, 기여도에 따
라 선별적으로 최적의 데이터 조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서로 다른 특성의 데이터에 의한 학습에서 주의해야 할 사
항은 학습 시 발생할 수 있는 과적합이다. 경사와 주향은 학
습 및 검증 정확도가 높지만 시험 데이터의 정확도는 낮다. 그
러나 앞의 (3) 경우에서 서로 융합하면 정확도가 향상됨을 확
인하였다. 

(6) 종합 분석: 전체적으로 정확도를 향상시킨 기여도가 
높은 데이터는 다방향 SRI라고 판단된다. 개별적으로도 정
확도가 높지만(83.74%; Fig. 19의 4-directional SRI), 데이
터를 융합한 경우 최종적으로 다방향 SRI를 학습에 추가하
여 가장 높은 정확도(86.71%)를 얻을 수 있었다(Fig. 20의 
[DSM+Slope+Aspect+SRI]). 또한 정확도 및 손실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모든 데이터를 융합한 경우에 가장 짧은 epoch
에서 높은 정확도에 도달함을 보여주고 있다(Fig. 15(b) 참조). 

Training data 
type

Validation accuracy (%)
Area 1 Area 28 Area 37

Building classification accuracy (%)

DSM

85.25

83.88

Slope

88.41

78.59

Aspect

89.07

78.72

SRI

89.37

83.74

Fig. 16. Classification results using individual data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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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ing 
data type

Validation accuracy (%)

Area 1 Area 28 Area 37Building classification accuracy 
(%)

Slope
+

Aspect

89.24

83.37

DSM
+

Slope
+

Aspect

88.43

79.83

DSM
+

Slope
+

Aspect
+

SRI

91.07

86.71

Fig. 17. Classification results using progressively combined datasets 

Table 1. Classification accuracy of each category for test areas

Training data 
type Building Tree Low 

vegetation
Impervious 

surface 
(Road)

Car

DSM 83.88 80.72 43.92 72.43 46.01

Slope 78.59 81.26 45.16 69.66 55.29

Aspect 78.72 70.70 30.70 75.71 39.15

SRI 83.74 83.26 44.91 70.26 59.37

Slope+Aspect 83.37 83.43 40.79 73.82 60.05

DSM+Slope+ 
Aspect 79.83 82.09 42.07 70.37 43.65

DSM+Slope+ 
Aspect+SRI 86.71 84.32 75.68 87.87 68.88 Fig. 18. Graphical representation of classification accuracy 

of each category for tes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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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Overall and building accuracy using individual 
datasets 

Fig. 20. Overall and building accuracy using progressively 
combined datasets  

분류 결과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레이블 데이터(Fig. 14)
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
한 결과(Fig. 16의 [DSM+Slope+Aspect+SRI])의 차이를 이

진영상으로 시각화(difference image)하여 Fig. 20에 제시하
였다. 레이블 데이터와 결과가 일치하는 부분(즉 분류가 정확
한 영역)은 하얀색, 불일치 하는 부분 (즉 오분류가 발생한 영
역)은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이진 영상(binary image)이다. 레
이블 데이터는 벡터 기반이고 분류 결과는 DSM 기반의 래스
터 데이터이므로 DSM의 격자화 과정에 사용된 보간에 의해 
건물, 도로 등 객체의 외곽선에서 윤곽선 추출 필터를 적용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건물 주위의 식생지역의 나무와 잔디
가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시각적 분석은 판단의 기준과 관점이 주관적일 수 있고 객
관적으로 정량화를 할 수 없지만, 데이터 및 객체의 종류와 
특성 및 형상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험지역에 대해 전체 픽셀 수와 올
바르게 분류된 픽셀 수의 비율로 계산한 정확도는 모든 시
험지역에서 유사하게 약 84% 내외였으며, 이 결과는 Fig. 20
의 모든 데이터 셋 [DSM+Slope+Aspect+SRI]을 학습에 사
용한 전체 정확도인 83.73%(연두색 막대 그래프)와 거의 동
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SPRS의 지형지물 분류 경진대회
인“Semantic Labeling Contest”에서도 분류 결과를 평가하
기 위해 confusion matrix에 의한 정확도 척도인 Precision, 
Recall 및 F1-score와 같은 정량화된 수치뿐 아니라, Fig. 21과 
같이 레이블 데이터인 ground truth와 분류 결과의 차이를 시
각화하여 제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Test area Area 1 Area 28    Area 37

Difference between label data and 
classification results
(white pixel: correct,
black pixel: incorrect)

Overlay of difference images on label data 

Total number of pixels 4,929,911
(1919 x 2569) 

4,920,939
(1917 x 2567)

3,980,025
(1995 x 1995)

Number of correctly classified pixels 4,182,053 4,156,748 3,327,182
Number of incorrectly classified pixels 747,858 764,191 652,843 

Accuracy (%) 84.83 84.47 83.60

Fig. 21. Difference between label data and classification with combining all datasets, and overall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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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객체들이 혼재되어 분포된 지역의 분류 결과를 
단순히 하나의 숫자로 대표해서 정량화한 정확도를 근거로 분석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객체의 종류나 특성을 인식하는 방법과 
수단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각적 분석이다. 객체인식
은 객체의 기하학적 특징(모양, 크기, 체적, 형태, 구조 등),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재질, 구성 성분 등) 및 공간적 속성(위치 및 주
변 객체들과의 관계 등)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특히 분류를 위해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영상, DSM 등과 같은 시각
적 매체 또는 시각화가 가능한 데이터들이다. 또한 대상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객체들이 존재하고 있
다. 그러므로 정량적으로 수치화된 정확도는 대표성을 나태내는 
객관적 지표이지만, 지역적으로 상세한 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는 시각적 검사(visual inspection)가 필요하다.

Fig. 22는 세밀하고 상세한 시각적 분석을 위해 선정한 지역이
며, Fig. 23은 상세 분석을 위해 확대한 영상과 각 경우의 결과이
며, 레이블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Fig. 23(a)는 박공형 지붕의 변형
된 형태인 hip 지붕이 교차한 형태인 cross-hip 지붕의 건물이 있
는 지역이며,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학습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건
물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모든 데이터를 융합하여 학습한 경우
(combined all data)에는 건물뿐 아니라 도로와 식생지역도 정확
하게 분류하였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 작은 영역이 건물로 분류
되지 않았다. 영상을 확대해 보면 환기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특
히 SRI가 이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결과로 판단된다. Fig. 
23(b)는 대각선 방향(SW-NE)으로 박공형 건물이 분포된 지역으
로 객체의 회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지역이다.

Fig. 23(a)와 같이 모든 데이터를 융합한 경우에 모든 객체들이 
정확하게 분류되었으며, 객체의 분포 방향에 관계없이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3(c)는 피라미드 지붕의 건물이 있는 지역
으로 오히려 레이블 데이터에서는 도로의 일부인 주차지역을 건
물로 잘못 분류되었지만, 모든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도로로 올바
르게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물의 인식 및 분류 정확도
는 기하학적 특성 요소로 구성된 모든 데이터를 융합한 경우에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학습 데이터 간의 상호 보완적 효과를 얻
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건물뿐 아니라 차량(노란색) 및 식생지역의 나무(녹색)와 잔디 
또는 작은 수목(하늘색)에 대한 분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Fig. 
23(d) 참조). 주차장의 차량은 크기가 작고 좁은 간격으로 주차되
어 있어서 DSM의 해상도와 보간에 따라 각각의 차량 구별이 어
려울 수 있다. 모든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한 경우에는 모든 차량
들이 개별적으로 잘 구분되어 분류되었다. 또한 이 경우에만 도
로상의 차량도 식별하였으며, 나머지 경우에는 식별을 못하였다. 
그리고 식생지역은 레이블 데이터와 유사하게 분류되었다. 

Fig. 22. Selected areas to evaluate building detection  

(a) Test area 1(A)

(b) Test area 28(B)

(c) Test area 37(C)

(d) Test area 1(D)
Fig. 23. Detail view of classific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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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물 추출 결과 분석

Fig. 24는 모든 데이터를 조합하여 학습하여 건물 클래스만 
추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결과는 IR 영상에서 건물
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건물 추출 결과는 
Fig. 24에서 보여주고 있다. 건물 분류 결과에 mark-controlled 
watershed 기법(Meyer and Beucher, 1990; Lee et al., 2019)을 
향상시킨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각의 개별 건물로 구별하여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DL 모델의 결과는 건물들이 
서로 구별 없이 하나의 객체로 추출된 결과이므로, Fig 24에
서 서로 다른 색으로 분류된 건물들은 watershed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건물별로 구별하여 추출한 결과이다. 이 결과를 IR 
영상과 중첩하여 건물로 인식된 부분을 추출하여 영상으로
부터 건물을 추출할 수 있었다. IR 영상과 분류된 결과는 모
두 지상의 절대좌표계 데이터(geo-referenced data)이므로 정
확하게 중첩하여 건물로 인식된 영역을 영상에서 추출하였다.

Fig. 24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mark-controlled watershed를 
적용하면, 건물 내부에 잘못 분류된 영역이 올바르게 건물로 

인식되고, 건물로 잘못 분류된 일부 작은 객체들은 건물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물을 개
별적으로 구별하여 인식하여 추출하면, 객체별로 독립적으로 
분류된 건물들을 이용하여 개별 건물에 대한 3D 건물 모델링
이나 3차원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영상처리 방법으로 건물과 같은 특
정 객체를 추출하는 것은 어렵지만, DL 모델을 활용하면 복
잡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특정 
객체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추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객체를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추출하면, DSM 

(또는 라이다 데이터)에 포함된 여러 지형지물들을 객체 종류
별로 grouping(또는 clustering)이 가능하여 객체별 형태 인식 
및 특성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지면/비지면 분리 방법
인 필터링 대신에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객체별 분리를 수행
할 수 있다. Fig. 25는 원래 영상의 일부를 확대한 Fig. 23에 대해 
추출된 건물의 상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건물 주변의 수목
과 그림자에 의해 완벽하게 건물이 추출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Test area Area 1 Area 28 Area 37

IR image

Building classification using  
all dataset

Individual building identification by 
watershed

Overlay of IR image and individually 
identified buildings 

Building extraction  
from IR image

Fig. 24. Building extraction using semantic segmentation by 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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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t area 1(A)

(b) Test area 28(B)

(c) Test area 37(C)
Fig. 25. Detail view of building extraction  

4.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지형지물의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건물 객
체를 추출하기 위해 DSM으로부터 주향과 경사를 도출하고, 
다방향 SRI 데이터를 생성하여 특성 데이터 조합에 의한 DL 
모델 학습을 수행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여러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객체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는 학습 데이터의 수량도 중요하지만, 객체의 특성에 부합되
는 정보와 데이터 추출하여 DL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
면 DL의 학습 성능과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센
서로 획득한 원시 데이터뿐 아니라 의미 있는 특성 정보를 학
습에 사용하면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학습 데이터들의 조합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즉 특성이 서로 다른 객체들에 대한 분류 정확도를 만족시
킬 수 있는 데이터는 제한적이므로 각각의 객체 특성에 적합
한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하여 객체를 분류하고, 점진적으로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여 조합하는 방법이 타당하고 사료된다.           

(3) 경사와 주향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학습을 수행한 경
우에는 정확도가 낮았지만, 융합하여 학습에 사용하면 전체 
객체의 정확도뿐 아니라 특히 건물 정확도가 크게 향상 되었
다. 또한 여러 방향에서 생성한 SRI를 사용하면 상호 융합에 
의한 학습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SRI를 추가하
여 모든 객체 분류와 건물 추출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특
히 낮은 수목이나 잔디 지역의 좁은 도로를 인식하여 분류하

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모든 데이터를 융합한 경우에는 분
류가 가능하였다.

(4) 기존의 영상처리 기법으로 정확하게 건물을 탐지하
고 추출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요구되고, 
표준화된 방법이 없으므로 대부분 임시방편적 방법(ad hoc 
approach)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영상에만 의존할 경우 촬영
조건과 대상지역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
다. 그러나 대상 객체의 특성을 고려한 데이터로 DL모델의 학
습을 수행하면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5)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지도학습에 의한 DL은 정확한 레
이블 데이터가 필수적이지만, 목적에 부합되는 레이블 데이
터를 생성하거나 획득하는 과정은 어렵다. 실험에 사용한 
ISPRS 데이터 셋의 레이블 데이터는 주로 2차원 지표면 피
복 분류 데이터이며, 3차원 레이블 데이터가 일부 지역에 존
재하지만 데이터 수량과 특성에 한계가 있다. 특히 3차원 데
이터를 학습에 사용할 경우, 이에 대응되는 3차원 지표면 피
복 분류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하면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DL의 궁극적인 목표인 범용성을 확장하고 활용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여러 종류의 공간정보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하여 학습, 검증 
및 시험에 관여하지 않은 별개의 지역 데이터에 대해서도 DL 
모델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공간정보 분야에 특화된 공간정
보 AI (GeoAI: Geospatial Artificial Intelligence) 연구를 위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개선된 다양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DL 모델(강화학
습, 하이브리드 학습 등) 또는 여러 모델을 복합적으로 사용
하는 방법(ensemble 모델, multi-modal 모델 등)을 폭넓게 적
용하면, 다양성이 많은 공간정보 데이터의 활용 분야를 확장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DL의 연구동향은 multi-source data, 
multi-modal, multi-dimension 등 다양화와 고도화가 핵심이 
될 것이다. 기존의 방법과 병행하여 새로운 기술 변화에 관심
과 체계적인 연구가 중요한 시기임은 분명하다.     

(2) DL의 발전 추세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라이다 데이터와 같은 3차원 데이터의 학습 모델 
(예: PointNet/PointNet++, Pix2Vox/Pix2Vox++, VoxNet, 
VoxelNet, LaserNet, PointCNN, PointSeg, MeshCNN 등)이 
개발되고 진화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실세계 객체의 3차원을 
기반으로 하므로 기존의 방법을 DL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가
치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3)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려는 DL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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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만능의 해법은 될 수 없고 많은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
다. 현재의 DL 기술 수준은 향후 크게 진화할 수도 있지만, 언
젠가는 AI의 과거에서 보듯이 쇠퇴기를 맞을 수도 있다. 기술
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간정보에 적합한 DL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우리나라는 여러 종류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지속적으
로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정보플랫
폼을 구축하여 수치지도 ver 1.0, ver.2.0, 연속수치지형도, 기
본공간정보 데이터, 토지특성도, 토지이용현황도, 항공사진, 
정사영상, DEM, 온맵, 바로e맵(인터넷 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VWorld를 구축하여 다양
한 형태의 지형공간정보와 실감적 3D 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
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ISPRS 데이터 셋보다 우수하고 활용도
가 높은 benchmark test dataset을 구축할 수 있는 소중한 자
산이다. 보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딥러닝 연구와 시험용으로 다양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제공하
고 여러 분야의 세계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면,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딥러닝 국가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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