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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딥러닝을 적용하는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서, 의

미론적 영상 분할(Semantic Segmantation) 영역에서도 

딥러닝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구조

로는 이미지 분류(Image classfication)에 쓰이는 

Vgg16[1] 구조에서 마지막 완전연결(Fully Connected)부

분을 완전콘볼루션(Fully Convolution) 구조로 바꾼 

FCN(Fully Convolutional Network)[2]모델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완전콘볼루션 부분을 디코더(Decoder)구조로 

바꾸고, 앞 단의 인코더(Encoder)부분에서 디코더 쪽으

로의 스킵 연결(Skip connection)을 추가한 것이 U-

Net[3]의 구조이다. 본 논문에서는 U-Net구조를 위성 

영상의 의미론적 영상 분할에 적용할 때에, [3]에서의 손

실(Loss)부분에서 에지 부분을 강조하는 가중치를 사용

한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FCN[2]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스킵 연결 유

무와 디코더 구조 변화에 따른 성능 차이를 분석해보고

자 한다. 

 

2. U-Net을 활용한 위성 영상의 의미론적 영상 분할 

본 논문에서 활용한 데이터셋은 ‘ISPRS Vaihingen 2D 

semantic labeling contest dataset’[4]이다. 이 데이터셋은 

독일에 있는 Vaihingen지역을 찍은 위성 영상 데이터이

다. 사이즈가 다른 33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상 당 300만에서 1000만 화소를 가고 있다. 데이

터셋에는 먼저 IR(Infrared), R, G 세 개의 채널을 갖고 

9cm간격으로 샘플링 된 IRRG영상이 있다. 그 다음 지

표면에 있는 물체의 높이를 계산한 DSM(Digital Surface 

Model)영상과, DSM영상의 지면 왜곡을 보정해준 

NOD(Normalized DSM)영상이 있다. 이렇게 세 개의 영

상에서 IRRG의 3채널, 나머지 각 영상에서 1채널씩 총 

5채널의 영상을 입력으로 하였다. 그리고 레이블 영상

에서의 레이블 클래스는 지표(도로 포함), 건물, 풀밭, 

나무, 차량, 배경 영역의 6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 클래스인 배경 영역은 ISPRS Challenge[4] 평가

에서 포함을 하는 방식과 아닌 방식의 두 가지로 나뉘

는데, 본 논문에서는 성능 평가에 사용하지 않는 방식

을 따랐다.  

 데이터셋 영상을 각 가로 세로 512의 크기로 자른 다

음, 각 영상에 대해서 90도, 180도, 270도의 회전을 하여 

데이터셋을 늘렸다. 총 5채널의 2780개의 영상에 대해 

배치 크기를 3으로 설정하였다. 학습 비율(learning rate)

은 10−4로 유지하였고 총 9 에포크(epoch)로 학습을 진

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활용한 U-Net의 경우 손실 계산 부분에 

가중치가 추가된다. 출력 쪽 화소 𝐱 ∈ Ω (Ω ∈ Ζ2)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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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et 을 활용한 의미론적 영상 분할(Semantic Segmenatation)의 경우, 의료영상 분야에서 세포들 간의 레이블 분

류에 적용되어 좋은 성능을 냈다. 특히 실제 값(Ground-truth) 영상에서 라벨(label) 사이에 에지(edge) 부분에 더 가

중치를 주어 세포들 간의 분할이 더 확실히 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위성 영상에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에지 부분에 

대한 가중치가 오히려 입력 영상에 대한 과적합(Overfitting) 문제를 야기했다. 본 논문에서는 U-Net 구조를 활용하

면서, 라벨영상의 에지 부분에 대한 가중치를 이용하지 않고 위성 영상 분할에 적용했을 때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더하여, 라벨 영상의 에지 대신 입력 영상의 에지를 이용한 상태에서의 영상 분할 성능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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𝑘번 째 채널의 최종 결과값의 소프트맥스(softmax)값을 

𝑝𝑘(𝑥)라고 한다면, 이 때에 전체 픽셀에 대한 손실은 식 

1과 같다. 

 

𝐿𝑜𝑠𝑠 =  − ∑ 𝑤(x) log (𝑝𝑙(𝑥)(𝑥))

x ∈ Ω

 

식1. U-Net의 전체 픽셀에 대한 손실 식 

 

여기에서 𝑙 ∶  𝛺 → {1, … , 𝐾} 는 각 화소에서의 참인 레

이블 값이고, 𝑙(𝑥)는 해당 화소 x에서의 참인 레이블이

다. 그러므로 𝑝𝑙(𝑥)(𝑥) 는 해당 화소 x에서의 참인 레이

블인 클래스의 소프트맥스 값이다. 그리고 𝑤(x) 픽셀단

위로 계산되는 가중치인데, 두 개의 가중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체 학습 레이블 영상

에서 해당 화소 클래스의 빈도 수를 보상해주는 가중치

(w1)로서, 빈도가 작을수록 큰 값을 준다. 두 번째는 의

료분야의 세포 영상에 적용되는 가중치인데, 세포 사이

의 경계 부분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이 두 

번째 가중치는 세포 영상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기에, 

위성 영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블 영상의 에지의 유

무에 따른 가중치(w2)로 이를 대체하였다. 

 실험은 FCN(Fully Convolutional Network)[2]과 U-Net 

각각에 대해서, 손실 부분의 가중치를 모두 빼고 학습

시킨 모델(FCN-8-1, Unet-1)과 첫 번째 가중치(w1)만을 

주고 학습시킨 모델(FCN-8-2, Unet-2), 그리고 가중치 

전체를 주고 학습시킨 모델(FCN-8-3, Unet-3)을 비교하

였다. 또한, FCN의 경우 FCN-32와 FCN-16까지도 성능 

비교에 포함시켰다. 

 

 
표1. 모델 별 F1-점수 

 

표 1의 모델 별 F1-점수를 보면, U-Net의 성능이 FCN

보다는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FCN

의 경우 먼저 Vgg16[1]모델의 미리 학습된 웨이트

(weight)를 가져오고, 또 FCN-32부터 16을 거치면서 학

습을 시킨 모델을 FCN-8의 웨이트로 사용하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FCN-32보다는 16이, 

16보다는 8이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2개의 입력 이미지에 대한 U-net의 결과 영상. 

왼쪽부터 입력 IRGB영상, 레이블 영상, 오른쪽 3개는 각각 

Unet-1, Unet-2, Unet-3모델의 출력 영상. 

백색: 지표, 청색: 건물, 하늘색: 풀밭, 녹색: 나무, 적색: 차량 

 

가중치를 주었을 때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1에서 가

중치를 모두 부여한 경우 FCN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이 

좋아지는데 반해, U-Net에서는 성능이 안 좋아지고 있

다. 이는 그림 1의 U-Net 결과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

다. U-Net의 경우 가중치를 줄 경우에 차량 클래스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여 오히려 결과가 나빠지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표2. 모델 별 차량 클래스에 대한 정밀도와 재현율 

 

표 2에서 보면 차량에 대한 정밀도와 재현율이 가중

치의 유무에 따라 크게 차이남을 알 수 있다. 특히 재

현율에 대해서는 U-Net과 FCN-8모두 표 1에서의 결과

와는 달리 첫 번째 가중치(w1)가 부여된 경우 가장 결

과가 좋게 나왔고, 가중치를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경우

에 가장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3. 결론 

U-Net구조에서 손실 부분에 주는 가중치의 유무에 

따라 성능을 분석하였고, 이를 FCN모델과 비교하였다. 

FCN과 U-Net구조 모두 픽셀 수가 적은 차량 클래스에 

대한 재현율을 비교했을 때에는 가중치를 준 경우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F1-점수에 대해서

는 FCN과 달리 U-Net의 경우 가중치가 없을 때 더 좋

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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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ihingen data set was provided by the German 

Society for Photogrammetry, Remote Sensing and 

Geoinformation (DGPF) [4]: http://www.ifp.uni-

stuttgart.de/dgpf/DKEP-All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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