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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항공영상에서 건물과 도로를 검출하는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이용되며 오랫동

안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건물과 도로를 검출하기 위한 특징을 임의로 설정하지 않

고 기계 스스로 학습을 통해 특징을 결정하여 건물과 도로를 검출해내는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한다. 또한, 기존의 스케일 변화에 약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정확한 건물 및 도로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실험 결과, 기존 논문과 비교하여 한계점을 보완했음을 알 수 있으

며, 검출 precision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 서론

항공영상에서 건물과 도로 등을 검출하는 기술은 지도

제작, 도시 계획 및 관리, 지형 파악, 지역의 변화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오랫동안 이러한 검출 기술

의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는 임의로 정한 특징을 이용하여 건물을 검출해 내는

등 한계가 뚜렷한 연구였으며 그에 따라 다양한 환경의

항공영상에서 일정 수준의 검출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웠

다. 최근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 스스로

대상에 알맞은 특징을 학습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일정 수

준 이상의 인식 및 검출 등의 성능을 유지하는 딥 러닝

기술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항공영상에서 건물

및 도로 검출을 목적으로 하는 딥 러닝 기술 역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한 항

공영상에서 건물 및 도로 검출 기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변형된 구조의 딥 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스케일

변화에 강인한 건물 및 도로 검출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

다.

2. 관련연구

기존 논문들을 살펴보면, 항공 영상에서 건물을 검출하

기 위해 붉은 계열의 지붕을 갖는 건물들이 대다수라 가

정하고 색을 이용해 지붕을 대략적으로 찾고 건물 근처에

생기는 그림자를 찾고 혹은 붉은 계열의 지붕이 아닌 경

우 건물 근처의 그림자를 찾아 지붕의 방향을 추정한 후

건물에 맞게 박스를 밀착시켜 건물을 검출하는 연구 [2]가

있다. 또한, 검출할 건물의 종류에 따라 support vector

machine (SVM) 분류기를 기반으로 하는 검출기들을 학

습시켜 다양한 종류의 건물들을 검출하는 연구 [3], 항공

영상에서는 건물들의 형태가 보통 다각형이며 도로의 경

우 좁고 긴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에 기반을 두고 검

출하는 연구 [4]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들의 경우, 건물 혹은 도로를 검출하

는데 이용할 특징을 연구자들이 직접 설정하여 학습 및

검출에 이용하는 연구들이다. 이와는 다르게 건물 혹은 도

로를 검출하는데 이용할 특징조차 기계 스스로 학습가능

하게 하는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한 연구의 경우, 기존의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구조를 이용하여

항공영상에서 시각 특징들을 추출하여 영상의 종류를 분

류하는 연구 [5], 항공영상을 패치 단위로 분리해 각 패치

들을 CNN 구조의 입력으로 하여 픽셀 단위로 건물 및 도

로를 검출하는 연구 [1], 항공영상을 일정 크기의 부분으

로 나누어 각 부분을 CNN 구조의 입력으로 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4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연구 [6]가 있다.

딥 러닝 기술을 이용하지 않은 기존 연구들의 경우, 항

공영상이 촬영되는 환경이 다양해질수록 건물 및 도로의

특징에 변화가 생기므로 검출에 이용할 특징을 추출해내

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딥 러닝 기술을 이용

한 연구들의 경우, 검출 대상인 건물 및 도로의 스케일 변

화를 고려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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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

최근 컴퓨터 비전 분야의 다양한 기술에 딥 러닝 구조

중 하나인 CNN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객체 인식, 분류,

검출 등에서 기존의 기술들에 비교해 커다란 성능의 향상

을 보이고 있다. CNN은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

er, fully connected layer 등으로 구성되어, 입력 영상의

픽셀들로부터 영상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게끔 학습된다.

이렇게 학습된 CNN의 파라미터들을 이용하여 test 영상

에 대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 그림1의

(b)와 같다.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1의 (a)에 나타난 기존

논문 [1]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convolution layer,

pooling layer, fully connected layer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1. (a) 기존 논문 [1]의 네트워크 구조

(b)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 구조

하지만 기존 논문 [1]의 경우 다음 그림2의 (c), (d)와

같이 주변 건물보다 스케일이 큰 건물을 제대로 검출해내

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은 학습 과정에서

Massachusetts 지역만을 촬영한 항공영상을 dataset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Dataset에 존

재하는 항공영상에는 Massachusetts 지역을 구성하는 건

물들과 도로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일정한 스케

일 및 형태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CNN의 training 과

정에서 일정한 스케일 및 형태의 건물과 도로들이 주로

학습되며 간혹 나타나는 스케일이 다른 건물들에 대해서

는 충분히 학습되지 않아 testing 과정에서 제대로 검출해

내지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논문 [1]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con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를 구성하는 filter들의 크기를 다양하게 만들

어주어, 다양한 스케일에 대해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준

다. 기본적인 구조는 GoogLeNet [7]의 inception module

에서 착안한 것으로 크기가 다른 filter들로 구성된 con-

volution layer와 pooling layer를 엮어서 구성하였다. 이러

한 구조는 영상을 구성하는 시각 정보들을 다양한 스케일

에 대해 처리하여 집합시켜야 다양한 스케일에 대한 특징

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직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GoogLeNet은 구성하는 layer가 20층이 넘는 굉장히

큰 네트워크이며 학습 수행 시 필요한 메모리가 크다. 또

한,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 과적합(overfitting) 문제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oogLeNet 구조를 그대

로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적용한다.

그림 2. 기존 논문 [1]의 결과 (a) 입력영상 (b) 검출결과

(c) 빨간 박스 부분의 검출결과 (d) 노란 박스 부분의

검출결과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layer가 15x15, 11x11, 7x7 사이

즈의 filter를 이용해 convolution 연산을 수행하는 con-

volution layer들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layer는 5x5,

3x3, 1x1 사이즈의 filter를 이용하는 convolution layer와

3x3 사이즈의 filter 내에서 가장 큰 값을 뽑아내는 max

pooling 연산을 수행하는 pooling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layer는 1x1 사이즈의 filter를 이용하는 con-

volution layer, 네 번째 layer는 3x3 사이즈의 filter를 이

용하는 pooling layer, 그리고 다섯 번째 layer의 경우

3x3, 1x1 사이즈의 filter를 이용하는 convolution layer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은 각각 4096, 768개의 unit을

갖는 fully connected layer가 연결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

1x1 convolution은 차원 축소(dimension reduction)의 역

할을 해주어 계산의 효율성을 가져다준다.

기존 논문 [1]은 convolution layer을 구성하는 filter들

의 크기가 일정한 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각

각의 layer들을 구성하는 filter들의 크기가 다양하게 구성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네트워크를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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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a) 건물 검출 precision/recall (b) 도로 검출

precision/recall (빨간 곡선 : 본 논문, 파란 곡선 : 기존

논문 [1])

Massachusetts dataset에 학습시켜 일정한 스케일을 갖는

대부분의 건물 및 도로도 다양한 스케일에 대해 학습시킬

수 있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의 항공영상에서 스케일 변화에 강인한 건물 및

도로 검출을 위하여 다음의 표1과 같은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1. 본 논문의 실험 환경

항목 정보

CPU Intel® Core™ i7-2600 CPU@3.40GHz x 8

Memory 12 GB

Graphics GeForce GTX 970

제안하는 구조의 학습을 위해 항공영상 dataset인

Massachusetts Road and Building dataset을 이용하였다.

Dataset의 모든 영상은 1m2/pixel 해상도의 1500x1500 크

기의 이미지이다. Training set은 총 137장의 영상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testing set은 총 10장의 영상으로 구성되

어 있다. 하지만, 각 영상들을 64x64 크기의 패치 단위로

분할하여 학습시키기 때문에 실제 training set은 수 만장

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험과정에서

별도의 pre-training은 이용하지 않고 random 값으로 학

습을 시작하여 표1의 실험환경에서 35,000번 간격으로

learning rate를 1/10으로 줄이면서 140,000번 학습하는데

약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구조의 검출률 측정을 위하여

기존 논문 [1]과의 검출 precision/recall을 비교하였다. 학

습에 이용한 dataset 중 training set을 이용하여 기존의

구조와 제안하는 구조를 학습시켰으며, testing set을 이용

하여 결과를 측정하여 그림3과 표2의 결과를 얻을 수 있

었다. 결과 수치는 precision과 recall이 같아지는 지점인

breakeven point에서의 precision/recall 값이다.

표 2. breakeven point에서의 precision 비교

건물 검출 도로 검출

기존 논문 [1] 0.8569 0.8674

제안 방법 0.8751 0.8873

또한 그림4는 기존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한 결과를 나

타낸다. 그림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하는 방법은 스

케일이 확연히 다른 건물의 경우에도 비교적 검출이 잘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본 논문의 결과 (a) 입력영상 (b) 검출결과 (c)

빨간 박스 부분의 검출결과 비교 (d) 노란 박스 부분의

검출결과 비교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항공영상에서 스케일 변화에 강인한 건

물 및 도로 검출을 위한 딥 러닝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

였다. 기존 구조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스케일이 확연히 다

른 대상에 대해서도 비교적 더 정확하게 검출하였다.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촬영된 항공영상 등의 dataset을 추가적

으로 이용하면 training에 이용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항공

영상에 대해서도 건물 및 도로 등을 충분히 잘 검출해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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