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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Intro
올해 2월 IDL 8.7.3 및 ENVI 5.5.3 버전이 출시됨에 

따라 Deep Learning 모듈 역시 1.1 버전 (베타 버전)

이 출시되었으며, 올해 6월쯤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

니다. 본 문서에서는 ENVI Deep Learning 1.1 버전을 

이용하여 피해주택 탐지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BackgroundBackground
ENVI Deep Learning 모듈은 U-Net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CPU 및 GPU 연산이 모두 지원됩니다. 이때, 

GPU 연산의 경우,  CUDA Compute Capability 3.5 

이상의 NVIDIA 그래픽 카드 및 384.x 버전 이상의 

NVIDIA GPU 드라이버를 필요로 합니다. 자세한 설명

은 지난 한장강의 문서 (3월 30일)를 참고부탁드립니

다.

  

TutorialTutorial
본 문서에서는 2011 Joplin tornado로 인한 미국 미주

리 주 조플린 인근 지역의 피해주택 탐지를 목표로 하

며, 실습자료는 0.25 m의 공간해상도 및 R, G, B 3개

의 분광밴드를 가지는 항공사진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실습자료를 ENVI에 표출한 것으로, 훈련자료 (1, 2, 3, 

4 표기)에 대하여 모델 생성 후, Test 영상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각 과정에 대한 설명 및 데이터 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

습니다.

Step 1. Build a Label RasterStep 1. Build a Label Raster
첫 번째 과정은 Labeling으로, [Deep Learning Guide 

Map]/[Train a New Model]/[Train a Multiclass 

Model]/[Label Rasters]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과정은 [Deep Learning Labeling Tool]에서도 수행 가

능하며, 두 방법 모두 Labeling Tool이 생성됩니다.

Labeling Tool의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File]/[New Project]에서 프로젝트명 및 폴더를 설정

합니다.

다음 과정에서는, [Class Definitions]에서 항목 (/클래

스) 설정 및 [Rasters]에서 훈련자료 설정을 진행해주

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훈련자료에서 ROI를 지정해주어야 하

며, 이는 [Draw] (직접 지정) 또는 [톱니바퀴 모

양]/[Import ROIs] (기존 ROI 입력)을 통해 가능합니

다. 이때, Labeling Tool과 ROI의 항목을 매칭 (/일치)

시켜주면, [Rasters]/[ROIs]에서 입력 완료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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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Train a Deep Learning ModelStep 2. Train a Deep Learning Model
다음으로, 우하단의 [Train]을 통해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에는 Labeling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모델을 훈련하는 동안, Epoch가 증가함에 따라 Loss 

값이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ep Learning 모듈 1.1 버전에서는 모델을 훈련하는 

동안 Tensorboard를 통해 Accuracy, Precision, 

Recall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

고).

Step 3. ClassificationStep 3. Classification
마지막 과정은 훈련된 모델을 Test 영상에 적용하는 것

으로, [Classify Raster Using a Trained Model]에서 

가능합니다. 

Experimental resultsExperimental results
아래의 그림은 분류 결과에 대한 래스터 및 벡터 파일

로, 생성된 래스터 영상에 대해 [Classification]/[Post 

Classification]/[Classification to Vector]를 통해 

shapefile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항목에 대한 Activation 결과 파일에 대하여 

[마우스 우클릭]/[NEW Raster Color Slice]를 통해 

[0,1]의 출력값에 대한 가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