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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st critical factors for detecting changes in very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s are building positional 

inconsistencies and relief displacements caused by satellite side-view. To resolve the above problems, additional 
processing using a digital elevation model and deep learning approach have been proposed. Unfortunately, 
these approaches are not sufficiently effective in solving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a change detection 
method that considers both positional and topology information of buildings. Mask R-CNN (Region-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was trained on a SpaceNet building detection v2 dataset, and the central 
points of each building were extracted as building nodes. Then,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graphs were 
created on building nodes from temporal images. To extract the area, where there is a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two graphs, a change index reflecting the similarity of the graphs and differences in the location of 
building nodes was proposed. Finally, newly changed or deleted buildings were detected by comparing the two 
graphs. Three pairs of test sites were selected to evaluate the proposed method’s effectivenes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changed buildings were detected in the case of side-view satellite images with building positional 
inconsis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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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다시기 고해상도 영상에 존재하는 건물의 위치 및 형태학적 왜곡은 건물의 변화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
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3차원 지형정보 및 딥러닝을 활용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실제 사례
에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효율적인 변화탐지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의 위치 정보
뿐만 아니라 건물 간 위상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양한 비연직 영상에서의 건물을 학습하기 위하여 
SpaceNet v2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Mask R-CNN (Region-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학습하였으며, 
건물 객체를 탐지하여 중심점을 노드로 추출하였다. 추출한 건물 노드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두 시기에 대해 각각 
TIN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그래프들을 형성하고, 두 그래프 간 구조적 차이가 발생한 영역에 기반하여 
변화 건물을 추출하기 위해 그래프 유사도와 노드의 위치 차이를 반영한 변화 지수를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변
화 지숫값을 기반으로 두 그래프 간 비교를 통해 새롭게 생성되거나 삭제된 건물을 탐지하였다. 총 3쌍의 테스트 영
역에 대해 제안한 기법을 적용한 결과, 건물들 간 연결성의 변화를 고려함으로써 기복 변위에 의해 서로 다른 시기 
간 동일 건물 쌍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변화가 발생한 건물을 적절하게 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 변화탐지, 고해상도 영상, 그래프 모델, 딥러닝, 인스턴스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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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격탐사(remote sensing) 영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건물
의 정보는 위치, 높이, 형태, 색상 등이 있다. 다시기 영상을 
활용한 건물의 변화탐지는 도시개발 현황 및 재난재해로 인
한 피해지 파악, 불법건축물 탐지 등을 위한 중요한 연구 분
야로써, 다양한 플랫폼과 기술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Jiang et al., 2020; Li et al., 2019; Mo et al., 2021; Shin 
et al., 2019). 
효율적인 건물의 변화탐지를 위해서는 건물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간해상도를 갖는 원격탐사 영상을 활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Sun et al., 2020). 최근에는 센서 기술
의 발달로 인하여 Worldview-4, KOMPSAT 3A 등 1m이하
급 고해상도 위성이 운용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동일한 지
역을 촬영하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은 시계열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탐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Chen et al., 2021; Varol et al., 2019). 현재 다목적실용위성
(KOMPSAT) 6·7호 및 차세대중형위성 2~5호기, 425 정찰위
성, 초소형 군집위성 등 다양한 정부 운용 위성들이 연이어 
발사를 앞두고 있으며, 실제 위성이 운용되면 한반도의 촬영 
주기가 단축되어 다양한 영상을 활용한 건물의 변화탐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해상도 영상의 경우, 건물의 기복변위와 촬영 당
시의 센서 및 건물의 위치에 따라 동일한 건물임에도 위치와 
형태가 변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Varol et al., 2019). 이는 
고해상도 영상을 활용한 건물의 변화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며, 특히 위성의 위치와 촬영 각도가 상이한 이종 
센서에서 취득된 영상을 활용한 변화탐지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고해상도 비연직 위성영상에 존재하는 형태학적 왜곡이나 
그림자 등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영상 취득 당시의 위
성과 지상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센서모델과 대상지역에 대
한 DEM (Digital Elevation Model) 등 부가적인 3차원 지형
정보가 필요하지만(Qin et al., 2016), 위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DEM(SRTM, ASTER and CARTOSAT 
등)은 해상도가 30m급 이하로 낮아 건물탐지에 활용하기 어
렵다. 또한, 건물의 벡터 정보를 부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으나(Gong et al., 2019) 벡터와 고해상도 영상의 구
축 시기 및 해상도 차이로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기 어려운 문
제가 있다. 최근에는 영상처리 분야에서 성능이 입증된 딥러
닝 기반의 건물 변화탐지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으나(Chen 
et al., 2020; Peng et al., 2019), 대부분 왜곡이 적은 정사영상

의 건물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위치 및 형태의 차이
가 존재하는 다시기 비연직 영상 및 이종센서에서 취득된 영
상에 대한 적용가능성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변화탐지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물의 위
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건물간의 위상(topology) 정보
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프(graph)란 노드(node)와 노드 간 
연결을 표현하는 간선(edge)으로 구성된 자료구조로 객체 
간 연결성을 강조하여 데이터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이러
한 그래프의 특성을 반영하여, 영상에서 추출한 객체 정보
에 그래프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
다. Deng et al.(2020)에서는 그래프 모델을 활용하여 멀티
소스 이미지들의 매칭 오류점 탐지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그
래프 유사도(similarity)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이미지 간의 
정확한 매칭점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비교
를 위한 매칭쌍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시
기에서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객체 정보가 부재한 변화탐지 
문제에는 Deng et al.(2020)의 기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
다. Wu et al.(2021)은 고해상도 영상을 객체 단위로 분할하
여 생성된 모든 객체를 노드로 구성하여 그래프 모델을 생
성하였으며, 다시기 영상에서의 그래프 간 유사도를 분석하
여 무감독 변화탐지를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기존의 무감독 
변화탐지 알고리즘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나, 실험에 
사용된 영상의 기복변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동일한 객체 
노드의 위치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였으며, 생성된 모든 객
체를 활용하여 그래프를 구축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다
는 한계가 있다. 
실세계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일정 영역 내에서 다수의 건물이 모여 건물군을 형성한다. 
즉, 각 건물은 주변 건물들과 연결될 수 있으며, 각각의 건물 
객체를 노드로 지정하여 특정 지역 내의 모든 건물들을 하
나의 거대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기반
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래프 모델을 적용하여 건물 그래프
를 생성하고, 서로 다른 시기의 두 건물 그래프의 비교를 통
해 삭제와 생성의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 변화된 건물을 탐
지하고자 한다. 우선, 딥러닝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높은 정확
도로 다양한 형태의 건물 객체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그래
프 형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의 건물 정보를 추출한다. 또
한, 그래프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단순히 건물 노드의 위치 비
교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의 연결성 변화를 함께 반영하고
자 하며, 이를 통해 기복변위에 의해 단순 위치 비교로는 탐
지가 어려운 건물의 변화 케이스를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
한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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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변화탐지 

본 연구에서는 건물 객체의 중심을 노드로 추출하여 그래
프 모델을 생성하고, 다시기 영상의 그래프 모델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변화가 발생한 건물 노드를 탐지하고자 한다(Fig. 
1). 우선, 비연직 고해상도 영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탐지하기 위하여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셋과 instance 
segmentation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영상에서 건물의 중심점
을 추출하여 건물 노드로 저장한다. 건물 노드를 활용하여 시
기별 TIN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그래프를 형성하
고, 두 그래프를 기반으로 제안한 변화 지수 값을 산출한다. 
산출된 변화 지수 값이 임계 이하인 A 시기(변화 발생 전)의 
노드는 삭제된 건물로, B 시기(변화 발생 후)의 노드는 생성된 
건물로 탐지하고자 한다. 

2.1 딥러닝 기반 건물탐지 및 노드 생성 

Instance segmentation은 영상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를 
탐지하는 동시에 화소 단위로 클래스를 분류한다. 입력 영상
의 모든 화소에 미리 정의한 클래스를 부여하는 의미론적 분
할(semantic segmentation)과는 달리 instance segmentation
은 영상의 모든 픽셀에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는다. 즉, 객체의 
bounding box로 탐지하는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와 의미
론적 분할이 결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사영상뿐만 아니라 기복 변위가 존재하
는 영상에서 건물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중심을 노드로 
추출하기 위하여 instance segmentation의 대표적인 네트워
크인 Mask R-CNN (Region-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He et al., 2017)을 적용하였다. Mask R-CNN은 
객체 탐지를 수행하는 Faster R-CNN(Ren et al., 2015)에서 

탐지한 각각의 bounding box에 FCN (Fully Convolutional 
Network)를 추가하여 mask를 씌워주는 모델이다(Fig. 2). 
Mask R-CNN은 Backbone으로 ResNet 모델을 사용하며, 
regional proposal network 전에 feature pyramid network가 
추가되었다. Feature pyramid network는 backbone network의 
결과로 나온 feature map에서 중간 feature map들을 더하면서 
이전 정보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객체탐지를 수행하는 
Faster R-CNN의 경우, ROI (Region Of Interest) pooling 과정
에서 정확한 위치 정보를 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화소 
단위로 segmentation을 수행하는 Mask R-CNN은 정확한 위
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bilinear interpolation을 사용하여 위치
정보를 담는 ROI Align을 사용한다. 

Fig. 2. The Mask R-CNN framework for instance 
segmentation (He et al., 2017)

다양한 환경에서 취득된 고해상도 영상의 건물을 학습하
기 위하여 상하이와 파리에서 취득한 고해상도 영상의 건물
탐지 데이터셋(SpaceNet 2: building detection v2, Van et al., 
2018)을 통해 Mask R-CNN을 학습하였다. 추후 기복 변위
가 존재하는 다양한 영상에 대한 학습데이터가 구축될 경우, 
Mask R-CNN을 활용한 건물탐지의 정확도는 증가할 것으로 

Fig. 1. The proposed change detec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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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다. 학습된 Mask R-CNN을 활용하여 입력 영상
에서 건물을 탐지한 후, 추출한 건물 객체의 bounding box의 
중심점을 노드로 생성하였다(Fig. 3).

                   (a)                                              (b)
Fig. 3. Building detection result and center point using 

Mask R-CNN (a) input image, (b) result image (the white 
dots represent the central points of each bounding box)
 
2.2 그래프 모델 기반 건물 변화탐지  

본 연구에서는 Mask R-CNN을 통해 추출한 서로 다른 두 
시기의 건물 노드들을 입력하여 시기별 그래프 모델을 생성 
후 두 그래프 간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생성되거나 삭제된 건
물을 추출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건물이 생성
되거나 기존 건물이 제거되는 경우 주변 건물들과의 연결선 
역시 생성되거나 삭제되기 때문에, 해당 건물 주변의 건물 노
드들과 구성한 그래프의 구조는 변경된다. 이러한 그래프의 
특성은 서로 다른 영상에서 추출한 노드 간의 매칭 문제에 
유용하며, Deng et al.(2020)에서는 그래프 모델을 활용하여 
정확한 매칭점 탐지를 위한 기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즉, 주
변 건물들과의 연결성 변화를 통해 건물의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을 탐지할 수 있으며, 변화된 그래프 영역에 포함되는 노
드를 탐지함으로써 생성되거나 삭제된 건물을 직접 추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 들로네 삼각형
(Delaunay Triangle)으로 구성된 무방향 그래프인 TIN 그래
프를 생성하여 각 건물의 주변 건물들과의 연결성만을 반영
하고자 한다. 
위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건물의 변화 지수 를 Eq. (1)과 
같이 정의하였다. A 시기의 임의의 건물이 일 때, 의 값이 
임계 이하인 경우 A 시기의 건물은 B 시기에 삭제되거나 생
성된 건물로 판단할 수 있다.

 

 

     
(1)

where  represents the change index;   represents 
the similarity between a graph of building  in the A period 
and a graph in the B period;  is the distance from 
building  to the nearest neighbor.

는 A 시기의 건물 노드에 대해 가장 근접한 위치에 
존재하는 B 시기의 건물 노드와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의미하
며, 최대최소 정규화를 통해 는 0~1의 값을 가진다. 서
로 다른 두 시기에서 동일한 위치에 각각 건물 노드가 존재하
는 상황에 해당 건물은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다. 그러나, 건물의 기복변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
이더라도 각각의 시기에서 그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단순히 두 시기의 영상에서 동일한 위치에 건물이 존재한
다는 것으로 해당 건물이 변화 없이 유지되었음을 보장할 수 
없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물 노드들로 그래프를 
생성하여 두 시기의 건물 그래프 간의 비교를 통해 건물의 변
화 지수에 주변 건물들과의 연결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는 A 시기의 건물로 구성된 그래프가 B 시기의 그
래프와 유사한 정도를 의미한다. A 시기의 건물을 포함하
는 TIN 삼각형은 총 개, B 시기의 TIN 삼각형이 총 개 일 
때, 건물을 포함하는 A 시기의 TIN 삼각형 


와 B 시기의 

TIN 삼각형 
간의 유사도  를 Eq. (2)에 따라 산출한

다.  는 Kim and Yu(2012)의 위치 기준( ), 형상 
기준( ), 면적 기준( )의 조합을 통해 산출하며, 3
가지 기준은 동일한 가중치로 합산된다. 각 삼각형 간의 매칭
쌍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는 


에 대해 B 시기

의 모든 

와의   중 최댓값을 선택한다(Eq. (3)). 건물

을 포함하는 A 시기의 TIN 삼각형이 다수( ≻ )인 경우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건물의  은 Eq. (4)와 같이 모든 
 의 평균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

   max  
  

(3)

   
 

  



   (4)

where   represents the similarity between TIN 
triangles  and ;  ,  ,   are positional 
similarity, shape similarity, and areal similarity, respectively; 
  represents the maximum similarity of TIN triangle  for 
all triangles  in the B period;   is the similarity of building 
;   is the number of triangles including a node of buil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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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와 를 활용하여 Eq. (1)에 따라 를 
산출하며, 최대최소 정규화를 통해 를 0~1의 스케일로 조
정한 후 임계 기준을 적용하여 변화 노드를 탐지한다(Fig. 4).

 Fig. 4. Illustrative example of calculating change index 
with two graph models

2.3 변화탐지 정확도 평가 

최종적으로 변화탐지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추출된 
노드에 대한 confusion matrix를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
안한 기법은 화소 단위의 변화탐지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기 영상에서 추출된 건물의 중심 노드를 비교하여 변화
의 유무를 판단한다. 다시기 영상에서 모두 존재하는 노드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비변화’로 분류하였으며, 삭제 또는 생
성된 노드는 ‘변화’로 분류하였다. 변화탐지의 정확도를 비교
하기 위하여 Confusion matrix의 Recall, Precision, Accuracy
를 계산하였으며, 각각의 식은 Eqs. (5)-(7)과 같다. 

 
   

  (5)
 
    

       (6)

       
       (7)

where TP (True Positive) is an instance in which the 
classifier predicted positive when the truth is indeed positive 
and TN (True Negative) represents a negative detection given 
that the actual instance is also negative. FP (False Positive) is 
wrong positive detection and FN (False Negative) is an actual 
instance that is not detected by the classifier. 

3. 데이터셋

 

3.1 데이터셋 

본 연구에서는 건물 객체를 탐지한 후, bounding box
의 중심점을 노드로 추출하여 그래프 모델을 구축한다. 

Mask R-CNN의 건물 학습을 위하여 SpaceNet v2: building 
detection v2의 상하이, 파리 지역 데이터셋을 활용하였다. 그
러나 SpaceNet v2 데이터셋은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시기가 
다른 영상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탐지를 적용할 수 없
다. 따라서 다시기 영상과 건물 변화에 대한 라벨 데이터를 제
공하는 S2Looking(Shen et al., 2021)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변
화탐지를 수행하였다. S2Looking은 고해상도 위성의 측면이 
촬영된 영상을 제공하여 비연직 영상에서의 건물 변화탐지를 
위한 데이터셋이다. 

3.1.1 SpaceNet v2 dataset 

SpaceNet v2는 건물탐지를 위한 Worldview-2 영상과 건물
에 대한 라벨 정보를 포함하며, 연직 및 비연직 방향에서 촬영
한 다양한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한다. 영상은 총 4가지 모드
(MUL, MUL-PanSharpen, PAN, RGB-PanSharpen)가 있으
며, 라벨은 geojson 형식으로 제공된다(Table 1). 본 연구에서
는 PanSharpen을 수행한 영상을 RGB로 저장한 영상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대상지역은 파리, 상하이, 카르툼, 베가
스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파리와 상하이 데이터셋을 사
용하였다(Fig. 5). Mask R-CNN학습을 위하여 파리 1148장, 
상하이 1912장을 사용하였다. 

(a)

(b)
Fig. 5. Satellite image and label of SpaceNet datasets in (a) 

Paris, (b) 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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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ata types of SpaceNet v2 (Prathap and 
Afanasyev, 2018)

Data Definition

Geojson GeoJson labels of buildings for 
each file

MUL 8-band multispectral images
MUL-PanSharpen 8-band multispectral images

PAN Panchromatic images
RGB-PanSharpen RGB images 

3.1.2 S2Looking dataset  

S2Looking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측면 위성영상(side-
looking)이 포함된 건물 변화탐지 데이터셋으로 Geogen, 
SuperView, BeiJing-2 에서 취득된 다시기 고해상도 영상 
5,000쌍과 변화된 건물에 대한 라벨데이터를 제공한다. 다시
기 영상은 각각 2017년과 2020년에 촬영되었으며, 공간해상
도 0.5~0.8m이하급 1024x1024영상을 제공한다(Shen et al., 
2021). S2Looking은 전 세계에 걸쳐 주로 도심 외곽지역에 대
해 다양한 비연직 각도로 촬영한 영상으로 구성된다. Mask 
R-CNN 학습에 사용된 SpaceNet은 주로 도심지와 주거지역
의 건물인 반면, S2Looking 데이터셋은 외곽 지역의 공업 및 

농업용 건물이 주를 이룬다. 즉, 두 데이터는 건물 용도 및 형
태의 차이가 존재하며, 공간해상도가 서로 다른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sk R-CNN을 통한 건물탐지 및 중심노
드 추출을 목표로 하며, SpaceNet으로 학습한 Mask R-CNN
을 사용하여 추가학습 없이 S2Looking 영상의 건물을 높은 
정확도로 추출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다시기 비
연직 영상과 변화 건물에 대한 라벨을 제공하는 실제 데이터
셋을 활용하여 제안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의의가 
있으며, 건물 탐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S2Looking 데
이터셋 중, SpaceNet 건물 데이터와 유사한 조건의 일부 영상
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데
이터셋은 Fig.6과 같으며,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그래
프 모델을 구성한 부분이다. 

4. 실험 및 결과

4.1 Mask R-CNN 학습 결과

SpaceNet v2데이터셋을 활용한 Mask R-CNN 학습은 
Google의 Colaboratory Pro+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주
요 시스템 사양은 K80, T4 and P100 GPU, 52GB RAM과 
같다. 2130장(파리 800장, 상하이 1330장)은 학습데이터
로 사용하였으며, 940장(파리 348장, 상하이 592장)은 검
증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학습을 위한 주요 하이퍼파라미터
는 Backbone=Resnet50, Epoch=200, Steps per epoch=10, 
learning rate=0.001, batch size=1 등이 있다. Iteration에 대한 
학습 과정의 loss 그래프는 Fig. 7과 같으며, loss는 모든 샘플
에 대해 예측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준다.

(a)                                             

 (b)
Fig. 7. Losses of the Mask R-CNN for (a) training and (b) 
validation. The model was trained on SpaceNet v2 dataset 

(a)

(b)

(c)
Fig. 6. Multi-temporal satellite images and labels of (a) 

site1, (b) site2, (c) sit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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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SpaceNet 검증영상에 적용된 건물탐지 및 중심노
드 추출에 대한 결과이다. 상하이 데이터셋은 아파트와 같이 
높은 건물에 대한 영상이 많기 때문에, 검증영상에 존재하는 
아파트도 탐지할 수 있었다. 건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측면이 
촬영된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측면까지 포함하여 건물을 탐
지하여 bounding box가 생성되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이 
존재하는 파리 영상에서는 건물의 지붕을 기준으로 객체가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a)

(b)
Fig. 8. Building detection results in SpaceNet validation 

images (a) Paris and (b) Shanghai 

4.2 다시기 영상의 건물 노드 추출 결과 

SpaceNet으로 학습한 Mask R-CNN에 S2Looking 영상을 
적용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영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건
물이 적절하게 추출되었으나, 면적이 아주 작거나 큰 건물이
나 일정한 경계를 갖는 농경지 부분이 건물로 오탐지된 결과
도 나타났다. 해당 오류는 주로 도심지 건물에 대한 학습데이
터로 학습된 Mask R-CNN에서 경계가 뚜렷한 농경지를 건물
로 인식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붕의 면적이 큰 건
물의 경우 하나의 건물임에도 2개의 객체로 구분하여 추출하
는 오류도 나타났다. 본 단계에서는 건물을 탐지하여 중심 노
드를 추출하고 그래프 모델을 생성하여 변화탐지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임으로, 건물탐지 오류가 적고 변화가 뚜렷한 지역

의 노드를 선정하여 그래프 모델을 생성하였다. 

(a)

(b)

(c)
Fig. 9. Building detection results in S2Looking multi-

temporal images in (a) site1, (b) site2, (c) site3

4.3 그래프 기반 건물 변화탐지 결과

선행 단계에서 추출한 건물 노드를 활용하여 TIN 그래프
를 생성하고, 제안한 변화 지수를 적용하여 생성되거나 삭제
된 건물을 추출하였다. 이때, 건물의 삭제와 생성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값은 실험적으로 0.0003으로 결정하였다. Fig. 10은 
테스트 영역2에 대해 생성한 TIN 그래프 결과를 나타낸다. 해
당 영상에는 새롭게 건물이 생성된 케이스(우상단 빨간 영역)
와 기존 건물이 누락된 케이스(중앙 파란 영역)를 포함한다. 
중앙 영역은 A, B시기에 모두 존재하는 건물이지만 B시기 영
상에서는 어두운 지붕의 색깔과 그림자 등의 영향으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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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되지 않아 노드로 추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건
물이 주변 건물들과 구성하던 그래프의 일부 영역이 B 시기에
서는 제거되었으며, 우상단 영역은 건물이 추가됨에 따라 그
래프 구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b)
Fig. 10. The results of graph model on site2

테스트 영역1, 3에 대해서도 A, B 시기에 대해 각각 그래프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건물 그래프를 활용하여 변화 
지숫값을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생성되거나 삭제된 건물을 
탐지한 결과는 Figs. 11 - 13과 같다. Tables 2-4 는 3쌍의 테스
트 영역에 대한 변경 건물의 탐지 정확도를 산출한 결과로, 테
스트 영역 1-3에 대해 각각 1.000, 0.882, 0.889의 정확도를 나
타낸다. 탐지된 결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A 시기의 
건물 노드는 B 시기의 영상과, B 시기의 건물 노드는 A 시기의 
영상과 중첩하여 시각화하였다. 빨간색 노드는 A 시기의 건물
이 B 시기에서 삭제된 케이스(건물 삭제)를, 노란색 노드는 A 
시기에 존재하지 않던 건물이 B 시기에서 새롭게 나타난 케이
스(건물 생성)를 나타낸다. 

Table 2. Confusion matrix of the building change 
detection in site 1

Ground truth 
True False

Change 
Detection 

Result

True 14 0

False 0 6

Precision 1.000
Recall 1.000

Overall Accuracy 1.000

테스트 영역 1에서는 A 시기의 건물들이 B 시기에도 모두 
존재하여 변화탐지 결과에서 별도의 삭제된 건물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Fig. 11(b)와 같이 A 시기와 비교하여 
B 시기에 새롭게 생성된 14개의 건물이 추출되었는데, Fig. 
11(a)의 영상에 나타나듯이 실제 해당 지역은 A 시기와 비교
하여 B 시기에 새롭게 생성된 건물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테스트 영역1은 대상 지역 내에 존재하는 건
물이 Mask R-CNN으로 모두 추출되어 건물의 오탐지로 인한 
오류가 없는 상태이다. 건물의 오탐지로 인한 영향이 없는 경
우, 제안 기법을 통해 변화된 건물이 모두 적절하게 탐지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a)                                             

 (b)
Fig. 11. Node extraction results in site 1 (a) before changes 
(time A), (b) after changes (time B). Background images of 
each node extraction result represent images acquired at 

different times. 

테스트 영역2에 제안한 기법을 적용한 결과, precision= 
1.000, recall=0.200로 나타났다(Table 3). 해당 영역에서 각각 
삭제된 노드(Fig. 12(a)의 7, 18번 건물)와 B 시기에 생성된 노
드(Fig. 12(b)의 5, 9, 31번 건물)가 탐지되었다. Fig. 12(b)의 B
시기의 노드 9번은 실제 새롭게 생성된 건물로써 적절하게 추
출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총 4개의 변화탐지 오류 케이
스가 발생하였는데, Fig. 12(a)의 삭제된 7, 18번 노드는 건물
의 크기가 작고 건물 지붕 및 그림자에 대한 영향으로 건물탐
지에서 누락된 건물을 나타낸다. 또한, B 시기의 5, 31번 노드
는 건물이 아님에도 건물로 오탐지된 결과이다. 4.2에서 서술
한 바와 같이 이러한 오류는 B 시기 영상에서 해당 건물의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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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누락되어 노드가 추출되지 않거나 건물의 오탐지로 불
필요한 건물 노드가 추출되어 발생한 것이며, 영상에서 건물
탐지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즉, 건물 오탐지로 
인한 오류를 제외하고는 제안한 변화 지수가 건물 간의 연결
성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성 
변화는 건물의 생성과 삭제를 탐지하기 위한 기반 정보로 적
절하다고 판단된다. 

Table 3. Confusion matrix of the building change 
detection in site 2

Ground truth 
True False

Change 
Detection 

Result

True 1 4

False 0 29

Precision 1.000
Recall 0.200

Overall Accuracy 0.882

                   (a)                                              (b)
Fig. 12. Node extraction results in site 2 (a) before changes 
(time A), (b) after changes (time B).  Background images of 
each node extraction result represent images acquired at 

different times. 

Figs. 13(a),(b)의 1-4번 노드는 A, B시기의 동일한 건물에
서 추출된 노드이다. 1-4번 노드는 동일한 건물임에도 시기별 
영상에서 위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영상 촬영 시기에 따라 
건물의 위치 및 형상의 왜곡이 발생하여, 건물의 중심점을 추
출한 노드의 위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건물
의 변화탐지를 수행할 때 건물의 위치와 형상만을 비교하는 
경우, 이러한 건물은 위치의 차이로 인해 변화된 건물로 탐지
될 가능성이 높다. 제안 기법을 적용한 결과, 연결성 정보를 반
영함으로써 영상의 왜곡에 따른 위치 및 형상의 차이를 상쇄
시켜 건물의 변화탐지 시 해당 건물들이 변화 대상으로 추출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테스트 영역 3의 변화탐지 결
과, precision=1.000, recall=0.50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변화
가 발생하지 않은 노드는 모두 비변화로 적절하게 추출한 것
을 의미하며, 변화가 발생한 노드를 분류하는데 오류가 발생
한 것을 의미한다. A시기에서 삭제 건물로 추출된 8번 노드는 
하나의 지붕을 독립된 두 개의 건물로 오인식하여 변화가 발
생한 것으로 탐지된 노드이다. 이는 주로 도심지역에 대한 데
이터셋으로 구성된 SpaceNet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 유형이기 
때문에 발생한 오탐지 결과로 판단된다. 

Table 4. Confusion matrix of the building change 
detection in site 3 

Ground truth 
True False

Change 
Detection 

Result

True 1 1

False 0 7

Precision 1.000
Recall 0.500

Overall Accuracy 0.889

                   (a)                                              (b)
Fig. 13. Node extraction results in site 3 (a) before changes 
(time A), (b) after changes (time B). Background images of 
each node extraction result represent images acquired at 

different times. 

4.4 논의 

딥러닝과 그래프 모델을 활용한 변화탐지 기법은 건물의 중
심 노드를 추출하여 그래프 모델을 구성하기 때문에, 비연직 
영상에서의 건물탐지 여부가 전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건물을 탐지하기 위하여 SpaceNet v2
를 사용하여 Mask RCNN을 학습하였다. 특히, 상하이 지역
의 영상은 아파트와 같이 높은 건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기
복변위가 발생한 건물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 제안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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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탐지 데이터셋에 적용한 결과, Mask R-CNN의 건물 오
탐지로 인하여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롭게 생성된 건
물은 모두 변화가 발생한 건물로 추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포함하는 영상과 시계열 데이터
가 확보되어 Mask R-CNN의 건물탐지 및 중심노드 추출의 
정확도가 향상될 경우, 제안 기법의 적용 범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사항으로는 Mask R-CNN의 학습데이터와 
변화탐지를 적용한 데이터셋간의 해상도 및 지역의 차이로 인
하여 다시기 영상에서 모든 건물이 추출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표는 다시기 영상에서 각각 건물을 
탐지하고, 이를 통해 그래프 모델을 구축하여 변화탐지를 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segmentation 데이터셋이 시계열
로 구축될 경우, 제시한 변화탐지 기법이 더욱 효과적으로 적
용될 수 있다. 
또한, 변화 지수를 산출하여 건물의 생성과 삭제를 탐지하
는 과정에서, 임계값을 실험적으로 결정하여 적용하였기 때문
에, 더욱 정교하고 유연한 임계값 결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건물의 생성 및 삭제뿐만 아니라 건물 병합, 분
리, 변형 등 다양한 건물의 변화 유형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도
록 제안 기법의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다시기 고해상도 영
상에서 건물 객체를 탐지하고, 그래프 모델을 적용하여 변화
된 건물을 탐지하기 위한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기법을 
통해 SpaceNet v2로 학습된 Mask R-CNN을 통해 건물을 탐
지하여 노드를 생성하고, 주변 건물 노드들과의 연결성을 기
반으로 TIN 그래프를 형성한 후 서로 다른 시기 간 그래프 비
교를 통해 삭제되거나 생성된 건물을 추출할 수 있다. 
테스트 영상들에서 위치나 형태학적으로 왜곡된 건물들을 
포함하는 3쌍의 영역을 지정하여 제안한 기법을 적용한 결과, 
Mask R-CNN 건물의 오탐지로 인하여 건물이 누락된 영역을 
제외하고는 새롭게 생성된 건물은 모두 탐지할 수 있었다. 제
안한 기법은 서로 다른 시기의 건물들을 픽셀 단위로 비교하
는 것이 아닌 객체 단위로 비교함으로써 영상에서 추출된 건
물의 형상에 차이가 있어도 적절한 비교쌍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건물들 간의 위상정보를 반영함으로써 타 시기에서 주
변 건물들과의 연결성에 변화가 발생한 영역을 특정할 수 있
어, 기복 변위 등 영상의 자체적인 왜곡과 실제 건물의 변화 간
의 구분이 가능하다.  

영상에서 건물탐지가 누락되거나, 하나의 건물을 두 개 이
상의 건물로 탐지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변화된 건물로 추
출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학습 데이
터셋을 추가하여 건물탐지 정확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보완이 
가능하다. 제안한 변화 지수를 적용한 그래프 비교를 통해 변
화 건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실험적으로 결정된 임계값을 
활용하였으나, 추후 더욱 다양한 케이스의 변화 건물을 대상
으로 제안 지수를 반복 적용하여 정교한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변화 건물의 유형을 삭제와 갱신의 두 가지 케이스
로 정의하였으나, 그래프 비교를 위한 변화 지수를 고도화하
여 향후 더 다양한 건물 변화 케이스를 대상으로 제안 기법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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