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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서로 다른 시간에 촬영된 같은 위치의 원격 탐사 영상에서 변화된 사항을 찾는 변화 탐지는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합 오차, 건물 변위 오차, 그림자 오차 등이 오탐지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
은 CADNet(Change Attention Dense Siamese Network)을 제안한다. CADNet은 다양한 크기의 변화 영역을 탐지하기 위해 FPN 
(Feature Pyramid Network)을 사용하며, 변화 영역에 주목하는 변화 주목 모듈을 적용하고, 낮은 수준 (Low-level)의 특징과 높은 수
준 (High-level)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피처 맵을 변화 탐지에 사용하기 위해 DenseNet을 피처 추출기로 사용한다. CADNet의
성능을 Precision, Recall, F1 측면에서 측정하였을 때 WHU 데이터 세트에 대하여 98.44%, 98.47%, 98.46%이었고, LEVIR-CD 데이
터 세트에 대해 90.72%, 91.89%, 91.30%이었다. 이 실험의 결과는 CADNet이 기존 변화 탐지 방법들보다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bstract

Change detection, which finds changes in remote sensing images of the same location captured at different times,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used in various applications. However, registration errors, building displacement errors, and shadow errors 
cause false positives. To solve these problems, we propose a novle deep convolutional network called CADNet (Change Attention 
Dense Siamese Network). CADNet uses FPN (Feature Pyramid Network) to detect multi-scale changes, applies a Change Attention 
Module that attends to the changes, and uses DenseNet as a feature extractor to use feature maps that contain both low-level and 
high-level features for change detection. CADNet performance measured from the Precision, Recall, F1 side is 98.44%, 98.47%, 
98.46% for WHU datasets and 90.72%, 91.89%, 91.30% for LEVIR-CD datasets.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show that 
CADNet can offer better performance than any other traditional change detection method.

Keyword : Change Detection, Remote Sensing Image, Siamese Network, Attention Mechanism, Densely Connected 
Convolution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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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위성 영상과 항공 영상의 이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격

탐사 (Remote sensing)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원격 탐사 응용에는 세계, 국가, 지역 규모에서 자원

탐지와 환경 문제에 대한 변화 탐지 (Change detection) 및
분석이 포함된다. 서로 다른 시간에 촬영된 같은 위치의 영

상에서 변화된 사항을 찾는 변화 탐지는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1]. 변화 탐지 방법은 토지

이용 (Land use)과 토지 피복 변경 (Land cover)[2][3], 산림

파괴 (Deforestation)[4], 도시 정착지 (Urban settlements)[5], 
군사 목적의 감시, 자연재해로 인한 변화[6] 등을 탐지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전통적인 원격 탐사 변화 탐지 과정은 전 처리 (Pre-proc-

essing), 변화 탐지 기술 선택, 정확도 평가의 세 가지 주요

단계로 구성된다. 전 처리 단계에서는 영상 취득 시 발생하

는 잡음을 제거한다. 변화 탐지 기술 선택 단계에서는 사용

할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적합한 변화 탐지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화 탐지 기술은 일반적으로 픽셀 기반 변

화 탐지 (Pixel-Based Change Detection)와 객체 기반 변화

탐지 (Object-Based Change Detection)로 나뉜다[7][8]. 픽셀

기반 변화 탐지 방법은 각 영상의 개별 픽셀이 독립적이

라고 가정하고 인접 픽셀과의 공간적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저해상도 (Low resolution), 중간 해상도

(Medium resolution) 영상에 적합하다[9]. 그러나 고해상도

(High resolution), 초고해상도 (Very high resolution) 영상

에 픽셀 기반 변화 탐지 방법을 적용할 경우 고주파 성분의

변화를 픽셀 기반 방식으로 완전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객체 기반 방식이 적합하다[10]. 객체 기반 변화 탐지 방법은

영상을 유사한 인접 픽셀의 클러스터로 분할한 후 스펙트럼

의 특성에 따라 클러스터를 분류한다. 그러나 객체 기반 변

화 탐지 방법의 경우 객체의 크기를 결정하는 스케일 파라미

터 (Scale parameter)들이 영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일관된 크기의 객체를 추출하기 어렵다[11]. 평가 단계에

서는 성능 평가 척도 (Metric)에 기반하여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한다.
최근 딥러닝 (Deep learning)의 발전으로 딥러닝 기반의

변화 탐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딥러닝 기반의 변화

탐지 알고리즘은 후 분류 기반 방법 (Post classification- 
base methods)과 직접 탐지 기반 방법 (Direct detection- 
based methods)으로 나눌 수 있다[12]. 후 분류 기반 방법은

다른 시간에 촬영된 같은 위치의 각 영상에 대해 빌딩 맵

(Building map)을 추출하고, 추출된 건물 지도를 비교하여

변화를 탐지하는 방법이다. 후 분류 기반 방법은 두 영상에

대해 높은 정확도의 건물 추출이 필요하며, 건물 추출에 따

른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직접 기반 탐지 기반

방법은 종단 간 (End-to-end)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두 영상의 피처 맵 (Feature map)을 생성한 후 특징 지도를

분석하여 변화를 탐지한다. FC-EF (Fully Convolution 
Early Fusion)[13]는 U-Net[14] 기반의 종단 간 샴 네트워크

(Siamese network)를 학습하였다. 그 결과 기존 기계 학습

(Machine learning) 기반의 변화 탐지 방법보다 향상된 정확

도와 속도를 얻었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한 위

성 영상 변화 탐지 데이터 세트의 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스크래치 (Scratch) 학습의 경우에 정확도가 낮다[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 분류 (Image classi-

fication)용으로 사전 학습된 네트워크를 미세 조정 (Fine 
tuning)하여 피처 추출기로 사용하였다[15][16][17]. [15]에서는

사전 학습된 VGG-16[18], ResNet-50[19]을 피처 추출기로 사

용하여 변화 탐지의 성능을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림 1과 같이 영상 취득 시 발생하는 건물의 변위 오차, 그림

자, 정합 오차 등으로 변화 영역 가장자리에 잘못된 탐지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 메커니즘 (Attention 

mechanism)을 사용한 방법들이 제안되었다[12][20][21]. P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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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물 변위 오차 및 정합 오차로 인한 잘못된 탐지의 예: (a) 영상
1, (b) 영상 2, (c) 정답, (d) [15]의 결과
Fig. 1. Example of false detection due to building displacement error 
and misregistration error: (a) Image 1, (b) Image 2, (c) Ground Truth, 
(d) Results of [15]

SiamNet (Pyramid feature-based Attention-Guided Siamese 
Network) 은 [22]에서 제안된 공동주목 모듈 (Co-Attention 
module)을 사용하여 피처 맵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정확도

를 높였다[20]. 그러나 피처 추출기의마지막피처 맵만공동

주목 모듈을 사용하여 작은 크기의 변화 영역에 오탐지가

존재한다. STANet (Spatial–Temporal Attention neural 
Network) 은 공간-시간적인 의존성을 활용하는 자기 주목

모듈 (Self-attention module) 기반의 BAM (Basic spa-
tial-temporal Attention Module)과 다양한 크기의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 PAM (Pyramid spatial-temporal Attention 
Module)을 제안하였다[21]. 그러나 BAM과 PAM은 각각의

영상을 주목하기 때문에 두 피처 맵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

척도 모듈에 영향을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변화 탐지 방법의 정확도를높이기 위

해 종단 간 프레임워크인 변화 주목 모듈 기반의 CADNet 
(Change Attention based Dense Siamese Network)를 제안

한다. 네트워크의 각 계층이 순방향 (feed-forward) 방식으

로 다른 모든 계층 (Layer)과 연결된 DenseNet[23]을 피처

추출기로 사용하여 낮은 수준 (Low-level)의 특징과 높은

수준 (High-level)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피처 맵을 변화

탐지에 사용한다. 또한 변화 영역에 주목하는 변화 주목 모

듈을 제안하여 변화 영역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오탐지를

감소시킨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CADNet에 대해 자세하게설

명한다. 4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실험 결과와 이전 연구를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관련 연구

1. 피처 추출기 (Feature extractor) 

영상 분류를 위해많은 양의 데이터 세트로 사전 학습된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객체 탐지 (Object 
detection), 의미 분할 (Semantic segmentation), 초고해상도

(Super resolution), 자세 추정 (Pose estimation), 변화 탐지

(Change detection)와 같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피처 추

출기로 사용되었다. [18]에서는 13개의 콘볼루션 계층과 3
개의 완전 연결 계층 (Fully connected layer)로 구성된 네트

워크의 구조와 ReLU를 활용한 VGG-16을 제안하였다. 콘
볼루션 계층을 쌓아 네트워크의 깊이를 늘리면 모델의 표

현능력이 향상되고 성능이 향상될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

나 네트워크의 깊이를 20개의 계층으로 늘리면 기울기 소

실 (Gradient vanishing) 문제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

가 발생하였다. ResNet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킵

연결 (Skip connection)을 도입하였다[19]. 스킵 연결은깊은

계층으로부터 얕은 계층까지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지름길을만들어 학습의 어려움을줄여준다. 그 결

과 네트워크의 깊이를 152 계층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스킵연결 과정에서 요소별 합 (Element-wise addi-
tion)으로 인해 이전 계층에서 추출된 피처 맵의 특징을잃

어버리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DenseNet은 스킵 연결 과정

에서 요소별 합 대신 피처 맵을 접합 (Concatenate)하여얕

은 계층의 특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계층에 스킵연결

을 적용하기 떄문에 DenseNet은 기울기 소실 문제를줄이

고, 계층 간 전파를 강화하며, 파라미터 수를 줄이면서도, 
피처 맵에 낮은 수준의 정보와 높은 수준의 정보를 모두

포함시키는 장점을 제공한다[23].

2. 주목 메커니즘 (Attention mechanism)

주목 메커니즘은 정보의 일부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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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시각 처리를 모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

서입력영상에 대해 모든픽셀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

는 대신 중요한 부분에 초점을맞춘다[24]. 주목 메커니즘은

자기 주목 모듈[25][26][27] 과 공동 주목 모듈[23]로 나눌 수 있

다. SENet (Squeeze-and-Excitation Network)에는 채널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SE 모듈을 사용하였다[25]. SE 모듈

에서는 GAP (Global Average Pooling)을 사용하여채널별

주목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위치에 초점을 맞추는 공간적

주목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채널주목 모

듈과 공간 주목 모듈을 결합한 CBAM (Convolutional 
Block Attention Module)이 제안되었다[26]. 그러나 콘볼루

션 연산을 통해 주목 맵을 만들기 때문에 수용 영역 (Re- 
ceptive field)이 작아서 모든공간의 위치를 고려하지 못하

는 단점이 있다. [27]에서는 영상의 전체 영역에서 서로 간

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간적 주목을 고려

하였다. 최근에는 서로 다른입력의 관계를 이해하고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공동 주목 모듈이 연구된다. [22]에
서는 친화도 행렬 (Affinity matrix)를 사용하여 공동 주목

을 나타내는 방법을 제안했다.

3. 변화 탐지 (Change detection) 

DSCN (Deep Siamese Convolutional Network)은 5 개의

콘볼루션 계층의 샴 네트워크를 피처 추출기로 사용하여

변화 맵을 추출한다[28]. 이후 KNN (K-Nearest Neighbor) 
분류기로 군집화 (Clustering)하여 변화된 영역을 얻었다. 
FC-EF는 U-Net 기반의 3 가지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종단

간 학습을 수행하였다[13]. [15]에서는 사전 학습된 VGG, 
ResNet을 피처 추출기로 사용하여 변화 맵을 추출하였으며, 
기존의 스크래치 학습 방법보다 향상된 성능을 얻었다. 
PGA-SiamNet은 사전 학습된 VGG-16을 피처 추출기로 사

용하고 공동관심 모듈을 이용하여 변화 탐지의 성능을 높였

다[20]. 또한 다양한 크기의 변화 영역을 탐지하기 위해 FPN 
구조를 사용하였다. STANet은 사전 학습된 ResNet- 18을
기반으로 한 피처 추출기와 공간 주목 모듈 기반의 BAM과

PAM으로 구성되었다[21]. 그리고 변화 영역을 얻기 위해 척

도 모듈을 사용하여 피처 맵 간의 차이를 계산하였다. 

Ⅲ. CADNet (Change Attention based Dense 
Siamese Network)

본 논문에서는 다른 시간에 취득한 두 위성 영상을입력

으로 하여 변화를 탐지하는 종단 간 네트워크인 CADNet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CADNet의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CADNet은 피처 추출기 (Feature Extractor), 변화 주목

(CA: Change Attention) 모듈, 피라미드블록 (PB: Pyramid 
Block)으로 이루어진피라미드모듈로 구성된다. 먼저 가중

그림 2. CADNet의 구조
Fig. 2. The Pipeline of CA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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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공유하는 피처 추출기는 두 영상 과 를 입력으로

받아 피처 맵을 출력한다. 이후 변화 주목 모듈은 피처 맵

을 입력으로 받아 변화 주목 피처 맵을 출력한다. 출력된

변화 주목 피처 맵은 피라미드 모듈에 의해 입력 영상의

크기로 조정된 후 변화 맵 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된 영역은흰색, 변화되지 않은 영역은 검은색으로 표

시한다.

1. 피처 추출기

CDANet의 피처 추출기는 사전 학습된 DenseNet-169[23]

를 사용한다. DenseNet은 밀도 블록 (Dense block)에서 모

든 계층이 연결되어 깊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낮은 수준의 피처 맵과 높은 수준의 피처 맵의 결합시켜서

강화된 피처 맵을 추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29]. 입력영상의 
크기와변화맵의크기를맞추기위해 × 콘볼루션계층의

보폭 (Stride)을 2에서 1로 변경하였다. 다양한 크기의 변화

영역을 탐지하기 위해 각 밀도 블록의 출력 피처 맵을 모

두 사용한다. 밀도블록의 출력 피처 맵은 
∈ ××, 


∈ ××으로표현하며, 여기서 , 은

높이, 은너비이고, 입력영상의 높이를 , 너비를 라

고 했을 때,  ,  ,  ,  , 

 ,  ,  ,  이다. 은
채널수이고,  ,  ,  ,  이다.

2. 변화 주목 모듈

변화 주목 모듈은 의미 분할 분야에서 피처 표현을 향상

시키기 위해 이중 주목 (Dual attention) 모듈을 제안한

DANet (Dual Attention Network)[31]의 공간 주목 모듈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자기 주목 모듈 형태인 DANet의 공간

주목 모듈을 공동주목 모듈형태로 수정하기 위해 
, , 


을 입력으로 사용하며,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변화 주목 모듈은입력피처 맵 
, , 으로부터 변화

영역이 강조된 피처 맵 
를 출력한다. 변화 주목 모듈을

그림 3. 변화 주목 모듈
Fig. 3. Change Attention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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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과 같이 표현한다. 

(1)

여기서 는 변화 주목 모듈을 의미하며, 는 
과 



의 요소 별 차 (Element-wise difference)의 절대값으로 식

(2)와 같다.

(2)

서로다른영상으로부터추출된피처맵 , 

를채널수 조정을 위해 × 콘볼루션을

적용하여 , 를 만든다. 

여기서  이다. 이후 
′, ′를 재구성 (Reshape)하

여 , 를만들고



′
를

로 치환 (Transpose)한다. 이후 식 (3)과 같이 행렬 곱과

를 통해 정규화 된 유사도 행렬 를 구한다.

(3)

이후 
를 재구성한 와 유사도 행렬 의

행렬곱을 통해 주목 맵을만든다. 이후 식 (4)와 같이 
와


를 요소 별 합을 통해 를 추출한다.

(4)

 
여기서 는 주목 맵에 가중치를 주기 위한 파라미터이

며, 학습을 통해 정해진다. 변화 주목 모듈이 미치는 영향은

실험 결과 및 분석에서 변화 주목 피처 맵의 시각화를 통해

자세히 보여준다.

3. 피라미드 모듈

다양한 크기의 변화 영역을 탐지하기 위하여 널리 알려

진 FPN (Feature Pyramid Network)[32] 구조를 사용한다. 피
라미드 블록의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피라미드 블록
Fig. 4. Pyramid Block

변화 주목 모듈을 통해 추출된 
와 

은 피라미드블

록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는 이차원 선형 보간법

(Bilinear interpolation)을 통해 업 샘플링을 한 후 
을

× 콘볼루션을 적용한 피처 맵 간의 요소 별 합을 통해

새로운 피처 맵을 생성한다. 이후 × 콘볼루션을 통해

채널수를 조정하고, 입력영상의 크기로업샘플링을 한다. 
피라미드 블록이 미치는 영향은 실험 결과 및 분석에서 자

세히 보여준다.

4. 구현 세부 사항

CADNet은 Pytorch를 이용하여 구현하였으며, NVIDIA 
RTX 3090 GPU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배치 크기는 2, 
초기 학습률은 , 최적화 (Optimization) 알고리즘은

Adam을 사용하였으며 , 는 0.9, 0.999이다. 네트워크

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성능 평가지표는

Precision, Recall, FPR (False Positive Rate), MAR (Miss 
Alarm Rate), OA (Overall Accuracy), F1, Kappa이며 각

지표는 식 (5)~(11)와 같다[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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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11)

식 (11)에서  와  는 식 (12)로 구한다.

 ,

(12)

위 식에서 TP (True Positive)는 변화된 픽셀을 정확하게

분류한 픽셀 수를 나타내고, TN (True Negative)는 변화되

지 않은 픽셀을 정확하게 분류한 픽셀 수를 나타내고, FP 
(False Positive)는 변화되지 않은 픽셀을 변화된 픽셀로 잘

못 분류된 픽셀 수를 나타내고, FN (False Negative)는 변화

된 픽셀을 변화되지 않은 픽셀로 잘못 분류된 픽셀 수를

나타낸다. Precision은 모델이 변화된 픽셀로 분류한 것 중

에서 실제 변화된 픽셀의 비율이며, 모델의 정답률을 의미

한다. Recall은 실제 변화된 픽셀 중 모델이 변화된 픽셀로

분류한 것의 비율이며, 모델의 검출률을 의미한다. FPR은
변화되지 않은 픽셀을 변화된 픽셀로 잘못 분류한 픽셀의

비율이며, MAR은 변화된 픽셀을 변화되지 않은 픽셀로 잘

못 분류한 픽셀의 비율이다. OA는 전체 픽셀 중 정확하게

분류한 픽셀의 비율을 의미한다. F1은 Precision과 Recall의
조화 평균을 의미한다. Kappa는 이진분류 변화 탐지 분야

에서 사용되는 평가 지표이다. F1과 Kappa는 데이터의 레

이블이 불균형 구조일 때 모델의 성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훈련 단계에서 식 (13)과 같이 이진 크로스엔트로피 손

실 함수 (Binary cross entropy loss function)를 사용하여 변

화 맵과 정답 사이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네트워크를 학

습한다. 여기서 는 정답 레이블, 은 예측 레이블이다. 
실험 단계에서는 임계값을 이용하여 변화 맵 결과를 생성

한다.

(13)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CADNet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WHU (Wuhan Uni- 
versity) 데이터 세트[30]와 LEVIR-CD 데이터 세트[21]를 이

용하여 기존 변화 탐지 방법과 비교한다. WHU 데이터 세

트는 픽셀당 0.3m인 초고해상도 항공 영상으로 2011년과

2016년에 취득되었다. LEVIR-CD 데이터 세트는 픽셀당

0.5m인 초고해상도 항공 영상으로 1024×1024 크기의 637
쌍으로 구성된다. 두 데이터 세트는 건물, 차고, 창고 등 다

양한 건물의 변화를 포함한다.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세트

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Dataset Image Size Number of Patch
(Train/Val/Test)

WHU 2444/352/696
LEVIR-CD 7168/1024/2048

표 1.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 세트
Table 1. Dataset used in the experiments

WHU 데이터 세트에 대한 실험 결과는 표 2와 같다. 
CADNet-B는 주목 모듈이 추가되지 않은 네트워크를 의미

하며, CADNet은 주목 모듈이 추가된 것을 의미한다. 표 2
에 PGA-SiamNet의 결과는 포함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PGA-SiamNet은 변경된 픽셀에서만성능을 평가하기 때문

에 오탐지에 따른 영향을 알 수 없고 WHU 데이터 세트는

하나의 영상을무작위로 분할하여훈련, 검증, 실험에 사용

하기 때문에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할 수 없다.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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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셀만을 고려한 PGA-SiamNet 기본 모델 성능을 백분율

로 표시했을 때 Precision=96.89%, Recall=96.24%, OA= 
99.75%, F1=96.25%, Kappa=96.12%이며, 주목 모듈이 추

가된 모델의 성능은 Precision=97.84%, Recall= 97.01%, 
OA=99.79%, F1=97.29%, Kappa=97.17%이다. WHU 데이

터 세트에 대한 실험에서 CADNet은 CADNet- B에 비해

F1이 약 5% 향상되었고, 오탐지도 약 1.6% 감소하였다.
그림 5는 WHU 데이터 세트에 대한 CADNet-B와

CADNet의 변화 탐지 결과를 보여준다. CADNet-B의 결과

를 보면 변화 영역의 가장자리에 그림자가 있는 경우 오탐

지가 발생한다. 그러나 CADNet의 경우 CADNet-B에 비해

오탐지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EVIR-CD 데이터 세트에 대한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

다. STANet의 실험 결과는 [21]에 정리된 결과를 인용하였

다. STANet-B에 비해 CADNet-B는 F1이 약 6% 향상되었

고, 주목 모듈이 추가된 STANet에 비해 CADNet은 F1이
약 4% 향상되었으며, 오탐지는 약 0.5% 감소하였다.
그림 6은 LEVIR-CD 데이터 세트에 대한 STANet, 

CADNet-B, CADNet의변화탐지결과를보여준다. STANet
의 경우에 건물의 그림자로 인해 오탐지가 발생한다. 
CADNet-B와 CADNet의 경우에는 STANet에 비해 오탐지

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odel Precision
(%)

Recall
(%)

FPR
(%)

MAR
(%)

OA
(%)

F1
(%)

Kappa
(%)

CADNet-B 91.04 96.12 1.90 3.88 97.77 93.51 92.16

CADNet 98.44 98.47 0.31 1.53 99.48 98.46 98.15

표 2. WHU 데이터 세트에 대한 실험 결과
Table 2. Experimental results on the WHU dataset

Model Precision
(%)

Recall
(%)

FPR
(%)

MAR
(%)

OA
(%)

F1
(%)

Kappa
(%)

STANet-B 79.20 89.1 - - - 83.9 -

CADNet-B 90.33 89.28 0.51 10.72 98.97 89.8 89.26

STANet 83.80 90.99 0.94 9.00 98.67 87.25 86.76

CADNet 90.72 91.89 0.50 8.11 99.11 91.30 90.83

표 3. LEVIR-CD 데이터 세트에 대한 실험 결과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on the LEVIR-CD dataset

그림 5. WHU 데이터 세트의 변화 탐지 결과: (a) 영상 1, (b) 영상 2, (c) 정답, (d) CADNet-B, (e) CADNet
Fig. 5. Change detection results of WHU dataset: (a) Image 1, (b) Image 2, (c) Ground Truth, (d) CADNet-B, (e) CA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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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주목 모듈을 통해 생성되는 피처 맵을 시각화 하여

변화 주목 모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림 7은 [33]을
이용하여 변화 주목 모듈을 통해 얻은 피처 맵을 히트 맵

(Heat map)으로 시각화 한 결과로 변화 주목 모듈이 영상의

그림 7. LEVIR-CD 데이터 세트에 대한 주목 맵 시각화: (a) 영상 1, (b) 
영상 2, (c) 주목 맵, (d) 정답
Fig. 7. Visualization of attention maps on LEVIR-CD dataset: (a) Image 
1, (b) Image 2, (c) Attention Map, (d) Ground Truth

어느 부분을 주목하는지 보여준다. 가중치 값이 높을수록

보라색에 가깝고, 가중치 값이 낮을수록 빨간색에 가깝다. 
첫번째행과 두번째행을 보면 건물 주변의 그림자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변화 영역에 주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행을 보면 작은 건물의 변화인 경우 낮은

가중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라미드블록수준에 따라 변화 탐지 성능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조합에 대한 결과를 비교한다. 
표 4는 LEVIR-CD 데이터 세트에 대한 비교 결과를 보여준

다. 모든피라미드블록수준의 정보를 고려하였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recision
(%)

Recall
(%)

F1
(%)

ü 87.03 90.01 88.49

ü ü 89.11 91.11 90.09

ü ü ü 90.34 91.88 91.10

ü ü ü ü 90.72 91.89 91.30

표 4. LEVIR-CD 데이터 세트에 대한 피라미드 수준에 따른 결과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results by pyramid level on the LEVIR-CD 
dataset

그림 6. LEVIR-CD 데이터 세트의 변화 탐지 결과: (a) 영상 1, (b) 영상 2, (c) 정답, (d) STANet, (e) CADNet-B, (f) CADNet
Fig. 6. Change detection results of LEVIR-CD dataset: (a) Image 1, (b) Image 2, (c) Ground Truth, (d) STANet, (e) CADNet-B, 
(f) CA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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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서로 다른 시간에 촬영된 같은 위치의 원격 탐사 영상에

서 변화된 사항을 찾는 변화 탐지는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

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합 오차, 건물 변위 오

차, 그림자 오차 등이 오탐지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CNN 기반의 새로운 딥 러닝

네트워크인 CADNet을 제안하였다. CADNet은 FPN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변화 영역을 탐지할 수 있

고, 두입력영상의 차이에 대하여 변화 주목 모듈을 적용함

으로써변화 영역에 주목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DenseNet
을 피처 추출기로 사용함으로써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피처 맵을 변화 탐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CADNet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사용한 성능 평가지표 중에서 Precision, 
Recall, F1은 WHU 데이터 세트에 대하여 98.44%, 98.47%, 
98.46%이었고, LEVIR-CD 데이터 세트에 대해 90.72%, 
91.89%, 91.30%이었다. 그리고 주관적인 결과 면에서도 다

른 방법보다 그림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탐지를 줄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성능 평가 결과를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CADNet이 기존 변화 탐지 방법들 보다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 모두에서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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