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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SPADE 기반 U-Net을 이용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의 도시 변화탐지

송창우 1)†·Wiratama Wahyu 1)·정지훈 1)·홍성재 1)·김대희 1)·강주형 1)

Urban Change Detection for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s 
Using U-Net Based on SPADE

Changwoo Song 1)†·Wiratama Wahyu 1)·Jihun Jung 1)·
Seongjae Hong 1)·Daehee Kim 1)·Joohyung Kang 1)

Abstract: In this paper, spatially-adaptive denormalization (SPADE) based U-Net is proposed to detect
changes by using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s. The proposed network is to preserve spatial information
using SPADE. Change detection methods using high-resolution satellite images can be used to resolve
various urban problems such as city planning and forecasting. For using pixel-based change detection,
which is a conventional method such as Iteratively Reweighted-Multivariate Alteration Detection (IR-
MAD), unchanged areas will be detected as changing areas because changes in pixels are sensitive to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such as seasonal changes between images. Therefore, in this paper, to
precisely detect the changes of the objects that consist of the city in time-series satellite images, the
semantic spatial objects that consist of the city are defined, extracted through deep learning based image
segmentation, and then analyzed the changes between areas to carry out change detection. The semantic
objects for analyzing changes were defined as six classes: building, road, farmland, vinyl house, forest
area, and waterside area. Each network model learned with KOMPSAT-3A satellite images performs a
change detection for the time-series KOMPSAT-3 satellite images. For objective assessments for change
detection, we use F1-score, kappa. We found that the proposed method gives a better performance
compared to U-Net and UNet++ by achieving an average F1-score of 0.77, kappa of 77.29.
Key Words: Change detection, deep learning, satellite images, image segmentation, U-Net

요약: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도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SPADE기반의

U-Net과객체영역기반변화탐지방법을제안한다. 제안하는네트워크는기존의 U-Net에서공간정보를잃지

않기위해 SPADE를사용했다. 고해상도위성영상을활용한변화탐지방법은계획, 예측등다양한도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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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변화탐지는인구밀도가높은도시와접근하기어려

운 지역에서 일어나는 변화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

에 원격 탐사 분야에서 각광받는 주제이다. 이는 도시

개발이근접미개발지역으로확산되는 urban sprawl현

상이나지진에대한모니터링등크고복잡한도시의문

제점들을해결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최근에는전세

계적으로 1 m이하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공급이 증

대됨에 따라 기존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에건물등작은객체도찾아낼수있다. 이를토대로

고해상도위성영상을활용한변화탐지방법은계획, 예

측, 관리 등 스마트시티 및 도시 관리 분야에서 공간정

보와융합하여정확하고신뢰할수있는과학적분석정

보를제공할수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변화탐지 과정은 전처리, 변

화탐지 기법 선택, 정확도 평가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변화탐지 기법은 특징(feature) 추출과 변

경 결정으로요약할수있다(Jiang et al., 2020). 전통적인

변화탐지 분석 방법은 크게 화소 기반 변화탐지(pixel-

based change detection)와객체기반변화탐지(object-based

change detection)로구분한다(Cleve et al., 2008). IR-MAD

(Nielsen, 2007) 등화소기반의변화탐지방법은MODIS

등변화가큰저해상도위성영상에적합하다. 고해상도

의위성영상은건물, 도로등고주파영역이산발적으로

분포하기때문에화소기반의변화탐지방법은미변화

지역들이변화지역으로오탐지될가능성이매우크다

는문제가있다. Major-voting(Jung et al., 2019) 등객체기

반의변화탐지방법은화소기반의변화탐지방법에비

해고해상도위성영상에적합하지만, 위성영상의해상

도가증가함에따라방사보정(radiometric correction), 기

하보정(geometric correction), 영상정합(image registration)

과같은전처리결과에민감하여정확도가떨어지는문

제가있다(Im et al., 2008).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머신러닝을이용한

변화탐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FCM(Bezdek et al., 1984)

등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을 이용한 방법은

학습을 위한 label이 없을 때 유용하다. 하지만 label등

추가정보가없다면, 불변변화에과적합되거나부적합

되기때문에합리적으로좋은결과를내기가쉽지않다.

SVM(Support Vector Machine)(Cortes and Vladimir, 1995)

등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을 이용한 방법은 주어

진 ground truth또는 label로학습을위한정보를기술함

으로써, 학습결과인데이터를명확하게분류하는초평

면(hyper-plane)을찾도록최적화될수있다. 단, 학습과

정에 필요한 특징 추출 및 특징 선택을 잘 설계해야 한

다는한계가있다(Wahyu et al., 2020).

최근에는딥러닝의발전으로, 이를활용하여많은양

의데이터를효과적으로처리하고스스로유용한특징

을분석하여추출할수있다.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등딥러닝을이용한변화탐지방법은시계열

영상에서 추출된 차영상(difference image)을 입력자료

로활용하여학습된모델을통해변화탐지를수행한다.

따라서 특정 화소를 중심으로 커널(kernel) 내 주변 화

소와의관계를반영하여학습할수있으므로화소기반

과 객체 영역 기반 기법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CNN은 구조 내에서 시계열 정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변환 및 후 분류 작업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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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해결하기위해활용할수있다. IR-MAD 등전통적인방법인화소기반의변화탐지를수행할경우, 다중시

기영상간의기후, 계절변화등에의해화소의변화가민감하기때문에미변화지역들이변화지역으로오탐

지될가능성이매우크다. 이에본논문에서는시계열위성영상에서도시를구성하는객체에대한변위를정확

하게탐지하기위해도시를구성하는주요공간객체를정의하고, 딥러닝기반영상분할을통해추출한후영

역간의변위오차를분석하여변화탐지를수행한다. 변화양상을분석하기위한공간객체로건축물, 도로, 농

경지, 비닐하우스, 산림영역, 수변영역의 6개로정의하였다. KOMPSAT-3A 위성영상으로학습한각네트워

크모델을시계열 KOMPSAT-3 위성영상에대한변화탐지를수행한다. 객관적인성능평가를위한변화탐지

지표는 F1-score, Kappa를 사용한다. 제안하는 변화탐지 기법은 U-Net, UNet++ 대비 뛰어난 결과를 보이며,

평균 F1 score는 0.77, kappa는 77.29의성능을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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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전·후처리를수행하지않고네트워크의학습만으로

변화를추출할수없다는단점이있다(Song et al., 2019).

U-Net(Ronneberger et al., 2015)은 FCN(Fully Convolutional

Network)(Long et al., 2015)를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며,

end-to-end로간단하지만효과적인네트워크로써적은

데이터를가지고도더욱정확한결과를도출할수있어

위성영상도메인에적합하다.

고해상도의 위성영상은 광원, 기후, 계절 변화 등에

의해 화소의 변화가 민감하다. 따라서 객체 영역 단위

로영상을분할하지않는다면미변화지역들이변화지

역으로 오탐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위성영상

의특성상촬상장치의기하에따라객체의위치가다르

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2단계로 구성된 변화탐지 방법을 제안

한다. 먼저, 도시를구성하는주요공간객체를정의한다.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공간 객체로 건축물, 도로,

농경지, 비닐하우스, 산림영역, 수변영역의 6개로정의

한다. 그리고제안하는 SPADE(Park et al., 2019) 기반 U-

Net을통해학습한모델을통해공간객체단위로분할

한다. 그다음단계로, 분할된영상의패치단위로두시

계열영상의객체별변화량을비교하여변화탐지결과

를얻는다.

본 논문은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세션 2에서는

딥러닝기반영상분할에관련된연구들을간단히소개

한다. 세션 3은제안하는변화탐지방법의상세한내용

이다. 세션 4는영상분할모델의학습을위해사용한데

이터셋에대한내용이다. 세션 5는실험방법과그결과

에대한분석에관한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세션 6는결

론및향후연구에대한내용이다.

2. 관련 연구

Semantic segmentation은영상내물체들을의미있는

단위로분할하는것이다. 즉, 영상의각픽셀이어느집

합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것이다. 최근 FCN, SegNet

(Badrinarayanan et al., 2017), U-Net등많은 CNN구조들

이 영상 분할을 위해 제안되었다. 그 중 U-Net은 의료

영상 분류에서 자주 언급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ISBI Challenge에서 이전의 최고 방법인 sliding-window

convolution network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던 CNN

구조이다(Ronneberger et al., 2015). 이 네트워크는 생물

의학이미지들을빠르고정확하게분할하기위해제안

되었다. sliding-window방식을사용하면이전패치에서

검증이끝난부분을다음패치에서또검증하기때문에

속도가느리다는문제가있다. 이러한중첩되는비율을

줄여속도를향상시켰다. 또한, 패치사이즈가커진다면

더넓은범위의이미지를한번에인식하다보니컨텍스

트인식에는좋지만, localization이낮다는 trade-off관계

를가진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FCN을기반으

로구축되어이를수정하였다(Ronneberger et al., 2015).

U-Net은네트워크의중앙을기준으로왼쪽을인코더

인수축경로, 오른쪽을디코더인팽창경로로정의했다.

수축경로는 3×3 convolution, ReLU를포함한 4개의블

록으로구성되며, 각블록은max-pooling을이용해사이

즈를줄여가며컨텍스트를포착할수있도록돕는다. 팽

창경로는각블록에 up-conv를이용하여수축경로에서

줄어든사이즈를다시키운다. 또한, U-Net은이러한인

코더-디코더 구조에 스킵 커넥션을 추가했다. 스킵 커

넥션은수축경로에서보낸정보로팽창경로에서더선

명한이미지를얻게되어더욱정확한예측이가능하게

만든다(Ronneberger et al., 2015).

영상의사이즈를줄였다가다시늘리면정교한픽셀

정보가사라지게된다. 이는픽셀단위로클래스예측이

필요한영상분할분야에서큰문제이다. U-Net은이러

한문제를스킵커넥션을통해보완하였으나, UNet++

(Zhou et al., 2018)는U-Net에스킵커넥션으로전달하는

정보에다수의 convolution을추가하였다. 이를통해스

킵커넥션을통해전달되는정보가보다강화되어성능

을향상시킬수있었다. 3D U-Net(Çiçek et al., 2016)은기

존의 U-Net에 착안하여 만든 모델로, 2D연산을 3D로

확장시킨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는

space of variation, 모델의능력향상을위해(Szegedy et al.,

2016) 배치 정규화를 추가하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하

지만, 배치 정규화는 공간 정보를 잃을 수 있다는 문제

가 남아있다(Park et al., 2019).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안

하기위해 SPADE를추가하여성능을개선한다.

SPADE 기반 U-Net을 이용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의 도시 변화탐지

– 1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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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하는 방법

1) SPADE 기반 U-Net

Fig. 1는제안하는변화탐지의전체순서도이다. Fig. 2

는Fig. 1(a)에해당하는제안하는네트워크의순서도이다.

회색 블록은 U-Net의 convolution블록의 활성화 함수

이전에 배치 정규화를 추가한다. 또한, max-pooling이

후와 up-conv이전에 SPADE를 추가한다. 배치 정규화

는각레이어의입력값의분포를일정하게유지시켜주

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중치 초기값 선택의 의존성

이 줄어들기 때문에 학습률을 높게 설정할 수 있어 학

습의속도가개선된다(Szegedy et al., 2016). 하지만, 배치

정규화는 정규화 과정을 거치며 semantic정보가 유실

되는경향이있다(Park et al., 2019). 예를들면, 패치단위

의 입력 영상이 저주파 영역으로 구성된 영상이라면

semantic정보를 보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Fig. 3와 같이 SPADE는 element-wise affine

transform연산을 진행한다. γ와 β의 각 위치는 입력 영

상의 convolution필터를통해특정공간에해당하는의

미정보를담고있어 semantic정보를보존이가능하다.

2) 객체 영역 기반 변화탐지

위성영상의특성상촬상장치의기하에따라객체의

위치가달라지거나, 광원등에화소변화가민감하다는

특징이있다. Fig. 4-5는촬상장치의기하조건이다른예

시로, Fig. 4과같이저층건물의경우큰차이가없지만,

Fig. 5와 같이 고층 건물의 경우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

에 변화된 위치에 대한 정밀한 보정이 필요하다. 또한,

광원의영향으로음영진영역이다르다.

이를해결하기위해본논문에서수행하는방법은패

치 단위의 객체 영역 별 분포 비교를 통해 변화를 탐지

한다. Fig. 6는 Fig. 1(b)에해당하는객체영역기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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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flowchart of proposed network.

Fig. 1.  The general flowchart of the proposed change-detection. (a) proposed segmentation network (b) proposed
change-detection method.

Fig. 3.  The flowchart of SPADE (Park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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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flowchart of object-region based change detection method.

Fig. 5.  Example of images showing (a) high-rise buildings in image (October, 2015) and (b) high-rise buildings
in image (January, 2019).

(a) (b)

Fig. 4.  Example of images showing (a) low-rise buildings in image (October, 2015) and (b) low-rise buildings
in image (January, 2019).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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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의순서도이다. 시계열위성영상에서도시를구성

하는 객체에 대한 변화를 정확하게 탐지하기 위해, 도

시를 구성하는 주요 공간 객체를 딥러닝 기반 영상 분

할을 통해 추출한다. 그리고 적절한 크기로 분할된 모

든패치내객체별변화량의임계값을구하고이를기

준으로 변화탐지 결과를 얻는다. 본 논문에서는, 임계

값을구하기위해Otsu (1979)의방법을사용하였다.

4. 데이터셋

1) 학습 데이터셋

본논문에서변화양상을분석하기위한공간객체를

Fig. 7과같이건축물, 도로, 농경지, 비닐하우스, 산림영역,

수변영역의 6개로정의하였다. 나지를포함한농경지,

토사를 포함한 수변 영역 등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요

소를 배제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결

과를 대상으로 실험 결과를 작성한다. Fig. 8과 같이 건

축물은가로 10 pixels, 세로 10 pixels이상의면적을갖는

객체로, 해당 객체의 최고점(지붕) 외곽을 완전히 포함

하는각진영역으로정의한다.

학습데이터로사용하는 KOMPSAT-3A위성영상은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6, No.6-2, 2020

– 1584 –

                                  (d)                                                                         (e)                                                                          (f)

Fig. 7.  (a) Building, (b) road, (c) farmland, (d) vinyl house, (e) forest area, and (f) waterside area.

                                   (a)                                                                         (b)                                                                         (c)

Table 1.  The list of KOMPSAT-3A satellite images
Region (Date) Resolution
Sejong (2019.01) 24060 × 19440
Sejong (2019.08) 24060 × 24400
Daejeon (2018.07) 24060 × 24080
Daegu (2016.06) 16917 × 13721
Daegu (2016.06) 17575 × 23120
Gwangju (2018.10) 21146 × 23026
Gimpo (2016.03) 24060 × 24400
Busan (2017.01) 24060 × 24400
Cheonan (2019.01) 19920 × 18618
Pyeongtaek (2019.01) 14106 × 13345
Osan (2019.01) 16965 × 24440
Suwon (2019.01) 24060 × 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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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진다. KOMPSAT-3A에서 취

득한 L0F데이터를 기본 방사보정을 거쳐 산출한 L1R

표준영상을사용한다. Table 1은KOMPSAT-3A위성영

상의목록으로, 변화탐지를위한다시기의영상을학습

데이터로사용하였다. 데이터를분류하기위해층화추

출법(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와 검

증 데이터를 각각 80%, 20%로 분류하였다. 또한, 학습

에활용한하이퍼파라미터는 Table 2와같다.

2) 실험 데이터셋

다시기위성영상의정밀한변화탐지를위해기하보

정이 완료된 KOMPSAT-3 L1G위성영상에 대한 변화

탐지를 수행한다. Fig. 9-13은 테스트에 사용된 두 시계

열 영상이다. 분석을 위해 순서대로 Area 1-5로 명명하

였다. Fig. 9-13의 (a), (b)는두시계열영상으로변화탐지

를 위해 Szeliski (2006)의 방법으로 영상 정합을 수행한

영상이다. 두 시계열 영상은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한

도시의변화가존재하며 chromatic aberration, 노이즈등

에영향을받았다. Fig. 9-13의 (c)는 ground truth로변화

가있는영역은검은색이외의값을가진다. Fig. 9은두

구역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Fig. 9(a)는 왼쪽 상단 영역

은 건설을 위한 토지를 고르고 있고, 오른쪽 중단 영역

은건축이진행중이다. Fig. 9(b)는왼쪽상단영역은건

축이진행중이고오른쪽중단영역은건축이마무리되

어가는중이다. Fig. 10(c)는새로생기거나변화된건축

물의최고층을기준으로정의하였다. Fig. 10는영상중

앙구역에공사가진행중이다. Fig. 10(a)의중앙영역에

건축이진행중이다. Fig. 10(b)은중앙영역은건축이마

무리단계이다. Fig. 10(c)는건축이완료된건축물의최

고층을기준으로정의하였다. Fig. 11은영상중앙구역

에공사가진행중이다. Fig. 11(a)는영상중앙구역에공

사를위한작업이진행중이다. Fig. 11(b)의중앙영역은

건축이진행중이다. Fig. 11(c)는건축중인건물의최고

층을기준으로정의하였다. Fig. 12은도시의외곽지역

이며건축물의변화가적고산림영역이많아계절의변

화가눈에띈다. Fig. 12(a)는건축중인건물이없다. Fig.

12(b)는골프연습장이생겼으며, 영상중앙지역에새로

운도로가생기고건축이진행중이다. Fig. 13는철도주

변의도심지이다. Fig. 13(a)는영상중앙에철도주변으

로공사가진행중이다. Fig. 13(b)는영상중앙에공사가

완료된건축물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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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8.  (a) Satellite image and (b) defined ‘building’ on satellite image.

Table 2. Hyperparameter for training
convNet size epoch batch learning rate optimizer loss function
ResBlock 512 × 512 50 16 1e-3 SGD BCE Dic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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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9.  Example of dataset showing (a) input image for Area 1 (March, 2014), (b) input image for Area 1 (October, 2015),
and (c) its ground truth for Area 1.

                                   (a)                                                                         (b)                                                                         (c)

Fig. 10.  Example of dataset showing (a) input image for Area 2 (March, 2014), (b) input image for Area 2 (October, 2015),
and (c) its ground truth for Area 2.

                                   (a)                                                                         (b)                                                                         (c)

Fig. 11.  Example of dataset showing (a) input image for Area 3 (March, 2014), (b) input image for Area 3 (October, 2015),
and (c) its ground truth for Area 3.

08송창우(Fig.1~6,8)ok.qxp_원격36-6-2_2020  2020. 12. 28.  오후 7:54  페이지 1586



5. 실험 결과 및 분석

Fig. 14-18은 Fig. 9-13에서소개한시계열위성영상에

대해제안하는변화탐지를수행한결과와 ground truth

이다. Fig. 14-18의U-Net과UNet++의결과는제안하는

방법에비해건축물을영역이아닌픽셀단위로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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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12.  Example of dataset showing (a) input image for Area 4 (March, 2014), (b) input image for Area 4 (October, 2015),
and (c) its ground truth for Area 4.

                                   (a)                                                                         (b)                                                                         (c)

Fig. 13.  Example of dataset showing (a) input image for Area 5 (March, 2014), (b) input image for Area 5 (October, 2015),
and (c) its ground truth for Area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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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4.  Ground truth and detection results for validation and testing Area 1 with the existing and proposed algorithms:
(a) ground truth, (b) U-Net, (c) UNet++, and (d)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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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15.  Ground truth and detection results for validation and testing Area 2 with the existing and proposed algorithms:
(a) ground truth, (b) U-Net, (c) UNet++, and (d)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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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8.  Ground truth and detection results for validation and testing Area 5 with the existing and proposed algorithms:
(a) ground truth, (b) U-Net, (c) UNet++, and (d)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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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6.  Ground truth and detection results for validation and testing Area 3 with the existing and proposed algorithms:
(a) ground truth, (b) U-Net, (c) UNet++, and (d)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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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7.  Ground truth and detection results for validation and testing Area 4 with the existing and proposed algorithms:
(a) ground truth, (b) U-Net, (c) UNet++, and (d)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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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을알수있다. 또한, 제안하는방법이다른네트워

크에 비해 ground truth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객관

적인성능평가를위해, 본논문에서는 F1-score와 kappa

를사용한다. Table 3는 F1-score를비교한것으로, 제안

하는방법은 U-Net과 UNet++에비해 0.23 높은수치를

보였다. 또한, Table 4은변화탐지에서평가측도로쓰이

는 kappa의결과이다. 제안하는방법은 U-Net보다평균

22.93 높으며, UNet++보다 22.6 높은결과를얻었다.

6. 결론

본논문에서는고해상도위성영상을활용한도시변

화탐지를수행하기위해딥러닝기반영상분할네트워

크를제안한다. 제안하는도시변화탐지를위한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영상 분할을 통해 주요 공

간객체를추출하고, 패치단위의분석을통해변화를탐

지한다. 제안하는방법은다중시기영상간의 chromatic

aberration, 노이즈등의다양한영상조건에도강인한변

화탐지결과를얻었다. 또한, 정량적인평가인 F1-score

와 kappa의결과로도기존의네트워크들보다뛰어난결

과를얻었다. 하지만, 나지를포함한농경지, 토사를포

함한수변영역등정의하기어려운객체에대한문제가

남아있기때문에향후이를위한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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