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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ties are becoming more complex due to rapid industrialization and population growth in modern times. In 

particular, urban areas are rapidly changing due to housing site 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demolition. 
Thus accurate road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High Definition Map for autonomous 
car driving.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accurate spatial information can be generated by making a map 
through the existing map production process. However, targeting a large area is limited due to time and money. 
Road, one of the map elements, is a hub and essential means of transportation that provides many different 
resources for human civilization.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update road information accurately and quickly. 
This study uses Semantic Segmentation algorithms Such as LinkNet, D-LinkNet, and NL-LinkNet to extract 
roads from drone images and then apply hyperparameter optimization to models with the highest performance. 
As a result, the LinkNet model using pre-trained ResNet-34 as the encoder achieved 85.125 mIoU. Subsequent 
studies should focus on compa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 those of studies using state-of-the-art object 
detection algorithms or semi-supervised learning-based Semantic Segmentation techniq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improve the speed of the existing map updat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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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대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도시들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도심은 택지개발, 재건축, 철
거 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다양한 목적
을 위해 빠른 정보 갱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지도 제작 과정을 통해 지도를 제작하면 정확한 공간정
보를 생성할 수 있으나 대상 지역이 넓은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가 있다. 지도 요소 중 하나인 도로
는 인류 문명을 위한 많은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중추이자 필수적인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로 정보를 정
확하고 신속하게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Semantic Segmentation 알고리즘
인 LinkNet, D-LinkNet 및 NL-LinkNet을 사용하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을 촬영한 드론 정사
영상에서 도로를 추출한 다음 성능이 가장 높은 모델에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사전 훈련
된 ResNet-34를 Encoder로 사용한 LinkNet 모델이 85.125 mIoU를 달성했다. 향후 연구 방향으로 최신 Semantic 
Segmentation 알고리즘 또는 준지도 학습 기반 Semantic Segmentation 기법을 사용하는 연구의 결과와의 비교 분
석이 수행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지도 갱신 프로세스의 속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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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에 들어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도시
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Yun et al., 2006).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택지 개발과 재건축, 철거 등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변화 발생 정보가 요
구되고 있다(장영재 et al., 2020). 또한 최근 자율주행 분야가 
부상하며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에 대한 
관련 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
교통부는 2018년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신속 갱신 기술 개
발 및 실증화 연구사업을 통해 관련 국내 기술을 개발 중이
고, TomTom과 Deepmap 과 같은 지도 관련 기업들은 차량 
내 지도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들을 개발 중이다(Park et 
al., 2019).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지도는 항공 또는 위성사진 촬영을 
통해 지표면의 정보를 수집하고 도화 작업에 필요한 좌표를 
현장 측량 작업(지상기준점 측량, 사진기준점 측량)으로 수집
한 이후 수치 도화를 통해 지표면에 존재하는 지형, 지물에 대
한 정보를 생성하고 지리 지명 조사, 정위치 편집 작업 후 지리
정보의 전산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 지리정보 Data Base
에 구축된다. 기존 지도 제작 과정을 통해 지도를 구축하면 정
밀한 공간정보를 생성할 수 있으나 대상 지역이 넓을 경우, 많
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Kim et al., 2013). 또
한 소규모 시설 공사에 대한 정보는 등재되지 않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도로 정보를 수집함에 한계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지도 갱신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격 탐사 분야에선 고
해상도 정사영상에서의 풍부한 정보를 이용하여 도로와 같은 
지표면의 인공구조물 혹은 피복의 상태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로의 경우 인간 문명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는 교통의 중추이자 필수적인 수단에 해당하
며(Abdollahi et al., 2020) 도로에 대한 정보는 교통 관리, 도시 
계획, 도로 모니터링, GPS 내비게이션 및 지도 업데이트와 같
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에 매우 중요하다(Shi et al., 2013). 
이에 따라 정사영상에서 도로의 여러 특징을 활용하여 도로
를 추출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도로 추출을 위
한 texture progressive analysis(Mena and Malpica, 2005)와 
mathematical morphology(Zhu et al., 2005), 도로의 분광적 
특성을 이용한 방법(Panboonyuen et al., 2017)과 같은 분석 
방법으로 도로 구간에 대한 특정 정보를 사용하여 원격 탐사 
이미지에서의 도로를 추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유
형의 도로를 처리함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

을 해결한 방법이 데이터 기반의 분석 방법인 딥러닝 기법이
다. 본 연구에선 도로 정보의 신속한 갱신을 위하여 빠른 수집
이 가능한 드론으로 정사영상을 수집한 후 딥러닝 기법 중 이
미지의 모든 화소를 분류하는 semantic segmentation 모델인 
LinkNet(Chaurasia and Culurciello, 2017), D-LinkNet(Zhou 
et al., 2018), NL-LinkNet(Wang et al., 2021)을 적용하여 도
심에서의 도로를 추출하였다.

2. 선행 연구

원격 탐사 이미지에서의 도로는 폭이 좁고 교차로를 가지는 
기하학적 특성, 비도로 영역과의 색상이 다른 분광적 특성, 끊
기지 않고 서로 연결되는 위상적 특성, 실세계의 제약 조건에 
의한 특정한 조건을 가지는 functional 특성(Vosselman and 
Knecht, 1995), 흑백영역에서의 공간적 특성을 가지는 texture 
특성을 (Wang et al., 2014) 가진다. 딥러닝 분야가 빠르게 발
전하기 이전엔 양질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도로의 일부 
특성을 다룬 비지도 학습 기반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
다. Miao et al.(2014)은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에서의 도로 추
출을 위해 mean shift 기법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는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지점들을 연결하기 위해 측지선 방법을 
적용하여 초기 도로 윤곽을 추출하고 임계값을 적용하여 도
로를 비도로 지역과 분리하였다. 이후 측지선 방법을 다시 적
용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지점을 연결하여 커널 밀도 추정 맵
을 생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사용자가 
수동으로 지점을 설정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도로 추출을 위해 그래프 이론을 적용한 연구로 Tao and 

Jin(2007)은 배경과 도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graph division 
method를 사용하였다. 해당 연구는 이미지 픽셀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회색 영역을 기반한 weight matrix를 사용했
다. Liu and Wang(2008)은 그래프 이론를 기반한 interactive 
image segmentation method를 제안하였다. 이는 이미지 
texture, color, edge의 확률 모델을 빠르게 얻을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Unsalan and Sirmacek(2012)은 확률론과 그래프 
이론을 기반하여 도로의 중심선과 형상 및 네트워크를 생성
할 수 있는 모듈을 제안하였다. 그래프 이론을 기반한 도로 추
출 방법은 복잡한 데이터 유형을 처리하고 도로의 전역적 특
징을 제대로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대부분 스펙트럼 
행렬 개념을 채택하고 유사 행렬의 고윳값과 고유 벡터를 사
용하기 때문에 고유 벡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모델이 복잡
해지는 단점이 있다. 

Mathematical morphology는 도로의 기하학적 특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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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 Zhang et al.(1999)은 이미지 전처리 단계에서 도로망
을 분할 한 후 morphological trivial opening 연산을 적용하
였으며 이를 통해 도로의 선형적 요소를 유지하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Noise를 제거하였다. Ma et al.(2012)은 canny edge 
detection operator를 통해 도로의 윤곽을 추출하고 hough line 
transform과 morphological operator를 통해 도로의 중심선
과 분기점 그리고 도로의 끝점을 탐지하였다. Awad(2013)는 
FCM (Fuzzy c-Means)과 SOM (Self Organizing Map)을 결합
한 FCMs-SOM 알고리즘으로 이미지에서의 도로를 분류하고 
분류 결과에서의 이질성을 줄이기 위해 morphological 방법인 
dilation과 erosion을 적용하였다. 영상 분할 결과는 모양 및 크
기와 같은 요소들의 선택에 따라 결과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
에 높은 정확도와 좋은 추출 결과를 얻기 위하여 mathematical 
morphology만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앞서 설명한 연구들의 경우 도로의 일부 특성만을 고려하
기 때문에 폭, 길이, 형태 등 다양한 유형의 도로를 제대로 추
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고해상도의 원격 탐사 
이미지는 일반적인 이미지보다 포함된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
에 기존 방법들은 이러한 복잡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다(Abdollahi et al., 2020). 따라서 기존의 접근 방
식은 데이터 기반 접근법에 비하여 그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
어지게 된다. 최근 원격 탐사 이미지에서의 도로 추출을 위
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영상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딥러
닝 기반의 semantic segmentation 방법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Semantic segmentation이란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어
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분류함을 의미한다. 도로 추출에 사
용된 semantic segmentation 모델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
류된다. 
먼저 Patch-based CNN (Patch-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Mnih and Hinton, 2010)을 활용한 방법으로 이는 
다양한 공간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이미지를 여러 Patch로 
나누어 합성곱 연산과 Pooling과 같은 연산을 통해 각 픽셀
의 범주를 분류하는 구조를 가진다. Alshehhi et al.(2017)는 
원격 탐사 이미지에서 도로와 건물을 동시에 추출하기 위하
여 Patch-based CNN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로
와 건물을 추출하였고 Wei et al.(2017)는 항공영상에서 도로
를 추출하기 위해 VGG(Visual Geometry Group) 네트워크와 
deconvolutional layer 및 Fusion Layer가 결합된 구조의 모델
을 제안하였다. Patch-based CNN의 경우 하나의 이미지를 여
러 Patch로 분할함으로 인해 인접한 Pixel 간의 공간적 상관성
을 잃어버리며 이에 따라 객체들의 경계가 선형적이지 않거나 
모호해짐으로 인해 잘못 분류된 영역들을 줄이기 위한 별도

의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다음은 FCN (Fully Convolutional Network)(Long et al., 

2015)를 기반한 도로 추출 방법으로 기존 이미지 분류에서 높
은 성능을 보인 CNN 기반 모델들로 이미지를 학습한 후 up-
sampling을 통해 입력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의 출력 이미지를 
생성하여 객체를 추출하는 구로를 가진다. Varia et al.(2018) 
초고해상도의 UAV (Unmanned Aerial Vehicle) 이미지에서
의 FCN-32 모델을 통해 도로를 추출하였으나 도로가 아닌 지
역 중 복잡성이 높은 특정 영역을 도로로 잘못 분류하는 결
과를 보였다. Wang et al.(2015)은 SAR 이미지에서의 도로 추
출을 위해 FCN 구조가 효과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FCN-8 모
델을 사용하였지만 교차로와 같은 연결 부위를 제대로 추출
하지 못하였다. FCN의 경우 Up-sampling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간정보의 손실을 메우기 위하여 보간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모델의 정밀도가 낮아진다는 단점을 가진다.

Deconvolution 구조는 일반적으로 encoder와 decoder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encoder에서 이미
지 내 존재하는 객체의 특징을 뽑아내고 이를 decoder가 받아
들여 입력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의 출력 이미지를 생성한다. 
Deconvolution 구조는 Patch-based CNN과 FCN 모델들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 높
은 컴퓨팅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Abdollahi et 
al., 2020). Deconvolution 구조의 단점인 모델 파라미터 수를 
줄이면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딥러닝 모델이 LinkNet
이다. LinkNet의 효율적인 구조를 활용하여 여러 semantic 
segmentation 모델들이 개발되었으며 이중 도로 추출을 목
적으로 만들어진 딥러닝 모델이 D-LinkNet과 NL-LinkNet
이다. 본 연구에서는 deconvolution 구조의 단점인 파라미
터의 수를 줄이면서 도로를 높은 정확도로 추출할 수 있는 
LinkNet, D-LinkNet 및 NL-LinkNet 모델을 광주광역시 드
론 정사영상에서의 도로 추출에 사용하였다.

3. 방법론

3.1 Semantic Segmentation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한 LinkNet은 Fig. 1과 같이 왼쪽의 
encoder block과 오른쪽의 decoder block을 통해 이미지를 학
습하고 각 픽셀의 범주를 분류한다. LinkNet에서의 encoder 
block은 이미지의 feature map 정보를 얻기 위한 단계로 사
전 학습된 ResNet을 통해 이미지를 학습하게 된다. decoder 
block은 encoder block의 연산으로 줄어든 이미지의 크기를 
up-sampling을 통해 input 이미지의 크기와 동일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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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성하게 된다. 객체의 공간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encoder 
Block에서 생성되는 특징 맵이 decoder Block으로 전달되며 
이를 통해 decoder block에서의 up-sampling으로 생기는 공
간정보의 손실을 복구하게 된다.
본 연구에 LinkNet 모델과 함께 사용된 D-LinkNet은 

deepglobe road extraction challenge(Demir et al., 2018)에서 
우승한 모델로 높은 해상도의 위성영상에서 도로 검출을 목

적으로 설계된 모델에 해당한다. Zhou et al.(2018)은 위성영
상에서의 도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얇고 복잡한 형상을 가
지지만 이미지 전체에서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며 특히 고해
상도의 이미지에선 이러한 특징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기 때
문에 모델의 network가 큰 receptive field를 가질 수 있어야
만 이미지 전체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D-LinkNet은 이러한 도로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사

Fig. 1. LinkNet architecture (Chaurasia and Culurciello, 2017)

Fig. 3. NL-LinkNet architecture (Wang et al., 2021)

Fig. 2. D-LinkNet architecture (Zhou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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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학습된 encoder로 구성된 LinkNet에 dilated convolution 
layer 들이 중앙에 추가된 구조를 가진다(Fig. 2).

NL-LinkNet은 신경망의 매개변수를 줄이는 동시에 고해
상도의 위성영상에서 도로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기
존 LinkNet의 구조에 non-local attention module을 삽입
한 모델에 해당한다(Fig. 3). Computer vision 분야에서의 
convolution은 kernel의 크기만큼 이미지를 학습하기 때문에 
local operator에 해당한다. local operator의 경우 큰 receptive 
field를 가지기 위하여 여러 개의 convolution layer를 쌓거나 
혹은 pooling layer로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 한 번에 볼 수 있
는 영역을 넓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layer
의 수가 늘어나 연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모델을 학습시키
기 어려워진다. 특히 고해상도 정사영상에선 도로 간의 간격
이 넓고 긴 범위에 걸쳐 이미지에 존재하기에 local operator의 
한정된 receptive field로 객체를 추출할시 올바르게 검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NL-LinkNet은 도로의 특성을 잘 반
영하기 위하여 non-local block(Wang et al., 2018)을 LinkNet 
구조에 삽입한 구조를 가진다.

3.2 데이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AIHub 위성영상 객체 판독 
데이터와 광주광역시 드론 정사영상이다. 먼저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AIHub에서 제공하는 AIHub 위성영상 객체 판
독 데이터 중 도로 윤곽 추출 데이터는 총 1,271장의 위성영상 
이미지와 각 이미지에 대칭되는 도로 annotation으로 구성된 
데이터이다. 위성영상 이미지는 아리랑 3호와 아리랑 3A호에
서 촬영된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모든 이미지는 
1024×1024 pixel의 크기를 가진다. 아리랑 3호와 아리랑 3A
호의 경우 각각 70cm, 55cm의 해상도를 가지므로 아리랑 3호
와 아리랑 3A호의 위성영상 이미지는 각각 716.8m×716.8m
와 563.2m×563.2m의 공간 범위를 가진다. AIHub 위성영상 
객체 판독 데이터는 광주광역시 드론 정사영상과 다르게 모델
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되어 제공되는 데이터이기 때
문에 별도의 전처리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본 연구의 목
적인 드론 정사영상에서의 도로 추출을 위하여 AIHub 위성
영상 객체 판독 데이터는 모델의 학습에만 사용되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장기적인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
수요 반영과 선진 대중교통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철도 2
호선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1단계, 2
단계, 3단계 구역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
며 현재 1단계 구역이 공사 중에 있다. 해당 구역들은 도시철
도 공사로 인해 도로의 상태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본 연

구의 목적인 도로 추출에 적합하다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 
공간정보에서 제공한 1단계 구역의 공사 현장이 촬영된 드론 
정사영상을 모델의 학습 및 평가에 사용하였다. 광주광역시 
정사영상의 좌표계와 전체 크기, 용량 및 해상도에 대한 정보
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rone image details

Component 2019 Drone 
image

2021 Drone 
image

Period 2019. 12. 2021. 10.

Coordinate 
system

EPSG:5186-Korea 2000 / Central Belt 
2010

Size 9 km × 6.3km

Volume 5.13 GB 6.54 GB

Resolution 4.211cm 7.205 cm

                       (a)                                         (b)
Fig. 4. Example of drone image data generation 

(a) visualization of pre-processed drone image, (b) 
visualization of road coordinate information in image

원시데이터의 광주광역시 드론 정사영상을 모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 공간 범위를 정의하였다. 공간 
범위가 서로 다르면 도로의 폭, 길이, 범위 등 여러 특성이 서
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 드론 정사영상 또한 AIHub 위성영상 객체 판독 도로 데
이터와 비슷한 공간 범위로 잘라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QGI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드론 정사영상의 정보가 최대
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리드의 범위를 2019년 드론 정사영상 
해상도의 100배인 421.1m×421.1m로 설정하여 그리드를 생
성한 후 그리드 범위 안에 포함되는 지역을 선택하였다. 그리
드로 선택된 드론 정사영상을 도로 추출에 활용하기 위해선 
semantic segmentation 모델이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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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낮춰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AIHub 위성영상 
도로 데이터의 위성영상 이미지는 1024×1024 pixel이기 때문
에 잘라낸 드론 정사영상을 이와 동일한 해상도로 낮추었다. 
semantic segmentation 모델 학습에 필요한 도로 좌표 정보는 
label studio를 통해 생성하였다(Fig. 4).
생성한 광주광역시 드론 정사영상 데이터는 2019년 36장, 

2021년 36장, 총 72장에 해당한다. semantic segmentation 모
델의 학습 및 평가를 위하여 학습 데이터로 AIHub 위성영상 
객체 판독 데이터 1271장과 광주광역시 드론 정사영상 데이
터 42장을 사용하였으며 평가 데이터로 광주광역시 드론 정
사영상 데이터 30장을 사용하였다. 광주광역시 드론 정사영
상의 경우 동일 지역이 훈련과 평가에 사용되지 않게 하도록 
학습 데이터로 도시철도 1단계 구역에서 유촌동과 백운교차
로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사영상을 사용하였으며 평가 
데이터로는 백운교차로부터 광주역 사이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사영상을 사용하였다. 이는 데이터의 시간대가 달라도 동
일한 지역이 학습에 사용된다면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이 겹치지 않게 드론 정사영상 데이
터를 훈련 데이터 60%, 평가 데이터 40% 비율로 구분하였다.
모델 학습 및 평가는 Window OS 기반의 12th Gen intel(R) 

Core(TM) i9-12900K, NVIDIA GeForce RTX 3090, RAM 

64GB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GPU 사용하기 위해 NVIDIA® 
CUDA® Toolkit version 11.1을 사용하였으며 Python 3.6.13, 
Pytorch 1.8.0 환경을 기반으로 deep learning을 구현하였으
며 모델 평가 기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mIoU (mean 
Intersection over Union)를 사용하였다.

4. 결 과

동일한 조건에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이미지 크기는 
768ⅹ768, learning rate 0.001, epoch 600, weight decay factor 
5.0, batch size 15로 설정하였으며 모델의 성능은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모델은 사전 학습된 
ResNet-34를 Encoder로 사용한 LinkNet(이하 LinkNet-34)
이 84.921%의 성능을 보였다. LinkNet과 D-LinkNet의 경우 
ResNet-18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더 깊은 신경망 구조를 가진 
ResNet-34를 사용하였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였지만 이와 반
대로 NL-LinkNet의 경우 ResNet-18을 Encoder로 사용하였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Fig. 5는 각 모델의 도로 추출 추론 
결과와 실제 도로 annotation의 시각화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LinkNet-34의 모델이 도로의 특징인 도로의 연결성과 복잡성, 
얇고 긴 특성을 다른 모델보다 더 잘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Fig. 5. Comparison of each model inference result (a) Drone image, (b) NL-LinkNet(Resnet-18), (c) D-LinkNet(ResNet-18), 
(d) LinkNet(ResNet-18), (e) NL-LinkNet(ResNet-34), (f) D-LinkNet(ResNet-34), (g) LinkNet(ResNet-34), (h) Ground Truth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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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del performance assessment results

Models Encoder mIoU

LinkNet
ResNet-18 83.697%

ResNet-34 84.921%

D-LinkNet
ResNet-18 83.662%

ResNet-34 84.516%

NL-LinkNet
ResNet-18 84.499%

ResNet-34 84.262%

본 연구에선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낸 LinkNet-34의 성능
을 더 높이기 위해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를 적용하였다. 모
델에 가장 최적화된 하이퍼파라미터의 수치는 이미지 크기 
1024×1024, learning rate 0.0005, epcoh 800, weight decay 
factor 5.0, batch size 24이며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를 적용
하지 않은 이전 모델 보다 0.204% 더 높은 85.125%의 성능을 
나타냈다. Fig. 6은 LinkNet-34 모델에 하이퍼파라미터 최적
화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의 도로 추출 결과를 보
여준다.

                       (a)                                         (b)

                       (c)                                         (d)
Fig. 6. Comparison of inference results (a) drone image 
source, (b) ground truth, (c) LinkNet(ResNet-34) before 

hyperparameter optimization, and (d) LinkNet(ResNet-34) 
after hyperparameter optimization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지도 구축의 효율화를 위해 고해상
도 정사영상을 기반으로 신속한 도로 추출을 수행하는 것이
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로의 상태가 빠르
게 변화하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을 촬영한 
드론 정사영상에서 도로 윤곽을 추출하기 위해 동일할 환경에
서 LinkNet, D-LinkNet, NL-LinkNet 알고리즘에 pretrained 
encoder로 ResNet-18과 ResNet-34를 달리 적용하였다. 그 
결과, ResNet-34를 pretrained encoder로 사용한 LinkNet의 
추론 결과의 mIoU가 84.921%로 동일한 encoder를 사용한 
D-LinkNet과 NL-LinkNet보다 0.435%, 0.659% 더 높은 성
능을 보였다. 이후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ResNet-34를 사용
한 LinkNet의 모델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를 하였으며 image size를 1024ⅹ1024, learning rate를 
0.0005, epoch을 800, weight decay factor를 5.0 그리고 Batch 
size를 24로 설정하였을 때 기존 LinkNet 모델 보다 0.204% 
더 높은 85.125%의 성능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 hybrid 구조
의 모델 혹은 pseudo-labeling 기법과 같은 semi-supervised 
Learning 기반의 semantic segmentation 알고리즘과의 비교 
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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