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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딥러닝 분야에서는 GAN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인 GAN은 잡음으로부터 영상을 생성하는 생성 

네트워크(Generator network)와, 생성 네트워크로 만든 

가짜 데이터를 진짜 데이터와 구분하는 식별 네트워크

(Discriminator network)가 대립하며 서로의 성능을 개

선해 나가는 학습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GAN의 식별 네트워크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용도

가 아니라 일반적인 분류기(Classifier)의 용도로 사용

하는 변형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경우 GAN을 데이터 

생성이 아닌 분류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GAN을 반지도 학습 방식의 분류의 목적으로 사

용할 경우, 식별 네트워크의 최종 출력값의 바로 이전 

계층의 특징 지도를 비교하는 특징 매칭을 통해 분류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1]. 반면 GAN의 또다

른 변형 네트워크 중 하나인 cGAN의 경우 위의 방식

과는 반대로, 잡음으로부터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

라 잡음과 입력 데이터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만드는 방

식으로 생성 네트워크를 변형시키고, 식별 네트워크는 

기존과 같이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

식으로 사용한다[2]. 본 논문에서는 cGAN의 식별 네

트워크의 각 중간 계층에 특징 매칭을 사용할 경우, 지

도 학습 방식의 분류의 성능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ISPRS 2D semantic labeling – Vaihingen 

위성 영상, DSM 영상, normalized DSM 영상, 지도 영상 

2. cGAN의 계층별 특징 매칭 

본 논문에서는 위성 영상에 대한 의미론적 분할 방식

의 지도화를 통해 분류 성능의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용할 DB는 그림 1과 같은 영상으로 

구성된 "ISPRS 2D semantic labeling - Vaihingen"[3]

이다. 해당 DB는 화소 하나당 9cm의 해상도를 갖는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적외선 밴드를 포함하는 

IRRG 영상 33장과 깊이 지도 형태의 DSM(Digital 

surface model) 영상 33장, 지형으로 인한 깊이 변화의 

영향을 제거한 표준화 DSM 영상 33장, 그리고 화소 

단위로 라벨링된 16장의 지도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11장의 영상을 학습에 사용하였으며, 5장의 영상

은 검증(Validation)에 사용하였다. 클래스는 건물, 나무, 

풀밭, 차량, 지표의 5가지와 그 외의 배경 클래스로 구

성되어 있다.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포함하며 영상 내 

비율이 적은 배경 클래스는 제외하고 학습을 하였다. 

기본적인 GAN의 생성 네트워크는 잡음으로부터 데

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잡음 수치에 따라 생성되는 가

짜 데이터에는 매우 큰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특

징 매칭은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의 특징 지도를 

비교하는 비용 함수를 추가하여 학습을 수행하는 기법

이다. 그러나 진짜 데이터와 잡음은 서로 독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진짜 데이터와 잡음으로부터 생성한 가짜 

데이터 사이에는 대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직접 비교하는 경우 수

렴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특징 매칭[1]의 학

습 과정에서는 100개의 작은 배치(Mini-batch)를 사용

하고 특징 지도의 평균값을 비교함으로써 대응 관계를 

무시하고 학습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cGAN의 경우 입력 데이터와 드랍아웃(Dropout) 잡음

으로부터 출력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든 가짜 

출력 데이터는 잡음으로 인한 다양성이 크지 않다[2]. 

또한 의미론적 분할을 비롯한 일반적인 분류의 경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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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사이에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 관계를 무시하지 않고 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평균값을 사용하지 않고 보다 작은 배

치 크기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경우 배

치 크기를 1로 줄인 상태로 학습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생성 네트워크에는 기존의 U-

net[2]을 사용하지 않고, SegNet[4]을 기본으로 하여 

U-net과 같이 계층별로 대응되는 스킵 연결(Skip 

connection)을 추가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cGAN의 성

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GAN 없이 학습시켜도 좋은 

성능이 나오는 네트워크를 생성 네트워크에 사용해야 

하는데, U-net을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할 경우 차량을 

거의 인식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식별 네트워크는 cGAN의 식별 

네트워크와 같이 C64-C128-C256-C512-C1의 구성

을 갖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식별 네트워크

의 5개 컨벌루션 계층에 대해, 표준화와 비선형성을 적

용하기 전의 계층을 이용하여 특징 매칭을 수행하였다. 

학습은 진짜 영상에 대한 식별 네트워크의 학습, 가

짜 영상에 대한 식별 네트워크의 학습, 가짜 영상의 생

성을 위한 생성 네트워크의 학습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가로, 세로 길이가 평균 2500화소인 다양한 크기의 영

상 16장을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증대(Data 

augmentation)를 수행하였다. 128화소 간격으로 가로, 

세로 길이가 256화소가 되도록 영상을 잘랐으며, 각 영

상을 자를 때 추가적으로 뒤집기와 회전을 반영하여 약 

24,000장의 학습 영상과 10,000장의 검증 영상을 확보

하였다. 각 영상은 최소값 -1, 최대값 1이 되도록 표준

화를 수행한 뒤에 학습에 사용하였다. 초기 학습율

(Learning rate)은 0.0001로 설정하고, 2 에폭의 학습 

이후 학습율을 기존의 10%로 낮추는 방식으로 총 4 에

폭의 학습을 수행하였다. 가중치는 임의의 초기값을 가

지도록 설정하였으며, SGD를 통해 최적화를 수행하였

다. 생성 네트워크와 식별 네트워크의 원활한 대립 학

습을 위해, 식별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진짜 라벨에 0.2

의 잡음을 반영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표 1. 클래스별 F-1 점수와 총합 F-1 점수 

L1은 출력 영상을 직접 비교하는 경우 

FM-N은 N번째 컨벌루션 계층을 비교하는 경우 

성능 평가는 전체 검증 영상에 대한 화소별 오차 행

렬(Confusion matrix)의 평균값으로부터 유도한 F-1 

점수(F-1 score)의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총합 F-1 

점수는 클래스 출현 비율에 따라 평균을 냈다. 표 1로

부터, 지도 학습 환경에서 cGAN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징 매칭을 통해 분류의 성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 매칭의 계층별 성능을 분석해 

보자면 1~4번째 계층은 비슷한 성능을 보였으며, 마지

막 계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마지막 계층의 채널 수가 1~4번째 계층에 비해 

적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특징 지도의 복잡

도가 낮아서 출력 영상의 분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

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또한 출력 영상

을 직접 비교하는 추가 비용 함수를 고려한 기존 방법

[2]과 비교할 경우, 다른 클래스의 인식 성능은 비슷하

지만 차량 인식 성능은 약 4% 높게 나오는 등 약간의 

성능 향상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출력 영상의 채널 수

가 적어서 이에 연결된 필터들의 복잡도가 낮기 때문에,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일종의 보틀넥(Bottleneck) 현상이 

발생하여 성능 향상 효과가 제한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위성 영상의 의미론적 분할을 cGAN과 특징 매칭을 

통해 학습시킨 뒤, 특징 매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성능을 비교해보았다. 특징 매칭을 추가할 경우 cGAN

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성능이 크게 개선되

었고, 출력 영상을 직접 사용하는 기존 방법[2]과 비교

해도 약간의 성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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