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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s the spatial resolution of satellite and aerial images has improved, various studies using remotely 

sensed data with high spatial resolution have been conducted. In particular, since the building extraction is 
essential for creating digital thematic maps, high accuracy of building extraction result is required. In this 
manuscript, building extraction models were generated using SegNet, U-Net, FC-DenseNet, and HRNetV2, 
which are representative semantic segmentation models in deep learning techniques, and then the evaluation 
of building extraction results was performed. Training dataset for building extraction were generated by using 
aerial orthophotos including various buildings, and evaluation was conducted in three areas. First, the model 
performance was evaluated through the region adjacent to the training dataset. In addi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was evaluated through the region different from the training dataset. As a result, the f1-score of 
HRNetV2 represented the best values in terms of model performance and applicability. Through this study, the 
possibility of creating and modifying the building layer in the digital map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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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위성영상, 항공사진 등의 해상도가 향상됨에 따라 고해상도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특히, 국토 전역의 건물객체 추출은 수치지도 레이어 및 주제도 작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의 영상처리 기법 중 의미론적 분할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모델인 SegNet, U-Net, 
FC-DenseNet, HRNetV2를 이용하여 건물객체 추출 모델을 생성하고, 이에 따른 모델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학습
자료는 다양한 건물들로 이루어진 영상을 이용하여 생성하였고, 평가는 세 지역에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먼저 학
습자료와 인접한 지역을 통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고, 이후 학습자료와 상이한 지역을 통해 모델의 적용성을 평
가하였다. 그 결과 HRNetV2 모델이 건물객체 추출의 성능과 적용성 면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수치지도 내 건물레이어 생성 및 수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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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원격탐사 기술의 발전으로 고해상도 인공위성과 항공
사진 등 취득할 수 있는 영상의 품질이 우수해졌고, 이로 인
해 국토 모니터링, 재난/재해 분석, 군사적 목적 등과 같은 분
야에 원격탐사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그 중, 건물객체 추출은 수치지도 갱신, 도시계획, 3D 건물 
모델링, 홍수로 인한 도시 피해, 대략적인 인구수 예측 등 많
은 연구에 활용되어왔다. 그러나, 건물객체 추출 및 갱신은 주
로 사람의 수작업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시간
과 비용이 소요되었다(Seo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건물객체 추출 연구에 적용
하고, 이를 통한 건물객체 추출 및 갱신의 가능성을 검증해 보
고자 하였다.
최근 들어, 딥러닝 기반의 영상처리 분야에서 가장 많이 다
뤄지는 문제들은 크게 분류(classification),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 분할(segmentation) 3가지로 구분된다. 분류란 입력
으로 들어온 영상 안의 객체가 어떤 종류의 객체인지를 구분
하는 작업이다. 객체 탐지는 입력 영상의 객체의 종류를 구분
하는 동시에 해당 객체의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작업이다. 분
할은 영상의 각 화소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는지를 할당하는 
기법이며 이는 의미론적 분할(semantic segmentation)과 개체 
분할(instance segmentation)로 나뉜다. 의미론적 분할은 영상
의 모든 픽셀을 해당하는 클래스로 분류하는 것이고, 개체 분
할은 같은 클래스라도 그 속의 각각의 객체를 분류하는 기법
이다. 
원격탐사 자료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건물객체를 추출
한 국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Lee et al.(2018)는 Mask-R-
CNN을 이용하여 항공영상에서 건물을 추출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으며, Seo et al.(2019)는 Deep U-Net과 DeepLab V3+
를 이용하여 항공영상의 건물객체를 자동추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Kim et al.(2019)은 UAV 영상에서 DSM(Digital 
Surface Model)을 추출한 후 객체를 기반으로 건물객체를 추
출하였다. 또한, Seo and Kim(2020)은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point cloud) 데이터를 딥러닝에 적용하여 영상 내의 도로, 건
물, 식생을 분류하기도 하였다.
국외의 경우 이미 원격탐사 자료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Xu et al.(2018)는 U-Net에 ResNet
을 결합한 Res-U-Net을 제안하여 건물객체를 추출하였다. 
Zhang et al.(2020)은 기존 Mask-R-CNN을 개선한 딥러닝 모
델을 제안하여 건물객체를 추출하였고, Chen et al.(2021)은 
U-Net을 앙상블(ensemble) 학습 기법으로 학습한 후 건물객

체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국내 · 외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동일시기에 취득
된 영상들을 이용하여 건물 추출을 위한 딥러닝 모델의 성능
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국내 도엽단위의 항공영상에 적용 가
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의미론적 분할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대표적인 딥
러닝 모델들을 이용하여 건물객체를 추출하고 이를 정사영상
에 적용하여 수치지도 건물레이어와 유사한 형태의 건물객체 
추출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의미
론적 분할을 위한 네트워크인 SegNet, U-Net, FC-DenseNet, 
HRNetV2를 실험에 활용하였다(Pashaei et al., 2020; Cheng 
and Fu, 2020). SegNet 및 U-Net은 대표적인 인코더(encoder)-
디코더(decoder) 기반의 네트워크이며, FC-DenseNet은 인코
더-디코더 구조의 네트워크에 DenseNet을 추가한 모형이다. 
또한,  HRNetV2는 고해상도 영상의 분할을 위하여 제안된 
대표적인 딥러닝 모델 중의 하나이다. 실험은 학습자료와 인
접한 지역이지만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은 지역과 학습자료
와 상이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건
물객체 추출을 위한 딥러닝 모델의 성능과 각 모델들이 학습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정사영상에 대한 적용 가능성
을 평가하였다. 

2. 연구 방법

2.1 건물객체 추출을 위한 딥러닝 모델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진에서의 건물객체를 추출하는 연
구를 수행하기 위해 대표적인 의미론적 분할 딥러닝 모델인 
SegNet, U-Net, FC-DenseNet과 HRNetV2를 활용하였으며, 
각 모델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2.1.1 SegNet

SegNet은 자율주행 뿐만 아니라 의학, 위성영상 등 의미론
적 분할을 수행하는 많은 연구에 적용되어 사용된 대표적인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기법이다. SegNet은 영
상의 특징(feature)을 추출하는 인코더와 줄어든 영상의 해
상도 크기를 복원하는 디코더의 구조를 가진 end-to-end 모
델이다. SegNet의 가장 큰 특징은 인코더에 2014년 ILSVRC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에서 2
위를 차지한 VGG16 모델을 완전 연결 계층(fully connected 
layer)을 제외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인코더에서 
손실되는 정보를 막기 위해 최대풀링 인덱스(maxpooling 
indices)를 저장하고 이를 디코더에서 사용하였다. SegNe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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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구조는 Fig. 1과 같다(Badrinarayanan et al., 2017).

Fig. 1. Architecture of SegNet(Badrinarayanan et al., 2017)

  2.1.2 U-Net

  U-Net은 생물의학 분야에서 영상 분할을 위해 제안된 
FCN (Fully Convolutional Network)기반의 모델이며, SegNet
과 동일하게 인코더-디코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인코더는 입
력 영상의 해상도 크기를 줄여가며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 디코더는 인코더에서 추출한 특징을 이용
하여 픽셀 단위로 분류를 수행하면서 앞에서 줄어든 입력 영
상의 해상도 크기를 원래의 영상 해상도 크기로 복원하는 역
할을 한다. 또한, 영상 해상도 크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손실
된 위치정보를 회복하기 위해 인코더의 특징을 디코더에 연결
하는 스킵 커넥션(skip-connection)이 적용되었다. U-Net의 전
체적인 구조는 Fig. 2와 같다(Ronneberger et al., 2015).

Fig. 2. Architecture of U-Net(Ronneberger et al., 2015)

2.1.3 FC-DenseNet

FC-DenseNet은 영상 분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DenseNet(Huang et al., 2017)에 의미론적 분할에서 주로 사
용하는 FCN을 적용한 모델이다. FC-DenseNet은 SegNet 및 
U-Net과 마찬가지로 인코더-디코더 구조를 가졌다. 입력 영
상의 특징을 추출하는 인코더에서는 DenseNet에서 사용했
던 밀도 블록(dense block)을 사용하였다. 밀도 블록은 이

전 레이어들의 특징 맵(feature map)을 계속해서 다음 레이
어의 입력과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때 연결에는 연쇄 연결
(concatenation)이 사용된다. 밀도 블록의 사용으로 인해 레이
어가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던 정보들이 흐려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고 이를 통해 이전 모델들의 단점을 보
완할 수 있다. FC-DenseNet은 디코더에서도 밀도 블록이 사
용되며, 줄어든 입력 영상의 해상도 크기를 원본 영상 해상도 
크기로 복원하기 위해 전치 합성곱(transposed convolution)
을 사용하고, 손실된 위치정보를 회복하기 위해 스킵 커넥션
을 사용하였다. FC-DenseNet의 전체적인 구조는 Fig. 3와 같
다(Jégou et al., 2017).

         

     

Fig. 3. Architecture of FC-DenseNet(Jeǵou et al., 2017)

2.1.4 HRNetV2

HRNet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 과학 기술 대학이 공동
으로 연구한 딥러닝 모델로써, 고해상도 영상으로부터 인간의 
자세 추정과 의미론적 분할에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CNN 
모델이다. HRNet은 기존의 딥러닝 모델들과는 달리 고해상도 
영상의 해상도를 줄이지 않고 특징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동
시에 병렬적으로 영상의 해상도 크기를 낮춰가며 특징을 추출
하는 구조를 가졌다. 각기 다른 해상도에서 추출한 특징들을 
네트워크 중간 단계에서 공유함으로써 영상에 관한 다양한 특
징들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HRNet은 HRNetV1과 
HRNetV2로 나누어진다(Sun et al., 2019; Wang et al., 2020). 
HRNetV1은 인간의 자세 추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HRNetV2는 의미론적 분할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
로 입증되었다. HRNetV2의 전체적인 구조는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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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rchitecture of HRNetV2(Wang et al., 2020)

2.2 딥러닝 모델의 학습 방법

2.2.1 학습자료의 생성

본 연구는 SegNet, U-Net, FC-DenseNet, HRNetV2 총 4개
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항공사진으로부터 건물객체를 추
출하고 각 모델의 성능을 비교평가 하고자 하였다. 학습에 사
용할 자료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은 정사영상과 건
물객체에 대한 수치지도를 이용하였다. 수치지도는 해당 정사
영상이 촬영된 시기와 동일한 시기에 제작된 자료로써 QGIS
를 이용하여 Fig. 5(b)와 같은 참조자료를 제작하였다. 정사영
상 한 도엽에 대하여 상단 및 하단 부분을 대략 10% 정도 구
분하여 학습자료와 평가자료로 활용하였다. Fig. 5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중앙 부분을 딥러닝 모델의 학습에 사
용하고, 상단 및 하단 부분을 딥러닝 모델의 평가에 사용하였
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정사영상은 도엽단위
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딥러닝 모델의 학습자료
로 이용할 수 없는 크기를 지닌다. 따라서, 정사영상과 참조자
료를 512×512 크기의 영상 패치(image patch)로 균등하게 분
할하였고, 이를 통해 각각 총 324개의 학습자료와 65개의 평가
자료를 생성하였다. 

(a)                                               (b)
Fig. 5. Study area from aerial imagery (a) image, (b) reference 

data (yellow box: training dataset, blue box: test dataset)
  
2.2.2 학습 방법

SegNet, U-Net, FC-DenseNet, HRNetV2 모델들의 학습은 

2.2.1에서 제작한 학습자료를 이용하였으며, Python 언어의 
Tensorflow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원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CPU Intel(R) Core(TM) i7-9800X CPU @ 3.80GHz

RAM 128GB

GPU NVIDIA GeForce RTX 2080 super × 2

또한, 4개의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각각의 모델로부터 건
물객체를 추출하고 성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동일한 하이
퍼파라미터(hyperparameter)를 이용하여 모델 학습을 수행
하였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옵티마이저
(optimizer)는 딥러닝 모델의 학습 시 손실 함숫값을 최적화
하기 위한 기법으로써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Adam 기법을 사
용하였고, 학습의 반복횟수를 의미하는 epoch과 학습 시의 
영상 패치의 사용단위인 배치크기(batch size)는 실험을 통하
여 설정하였다(Joo et al. 2019). 모든 모델은 전이학습(transfer 
learning)의 수행 없이, 생성한 훈련자료만을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Table 2. Hyperparameter for model training

Optimizer Adam
initial learning rate 10-4

epochs 150
batch size 1

3. 연구 대상지 및 평가 방법

3.1 연구 대상지

항공촬영으로 얻은 정사영상의 건물객체를 추출하기 위해 
아파트, 주택, 공장, 주차장 등 다양한 건물객체들로 이루어진 
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학습에 사용한 Fig. 5는 도엽번
호 37611070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018년에 촬영된 공간해상
도가 25cm인 정사영상이다. 평가에는 학습자료와 인접한 지역
이지만 학습에는 사용되지 않은 Fig. 5의 상단 지역(site 1) 및 
하단 지역(site 2)과 학습자료와 상이한 지역에 위치한 도엽번
호 37611038에 해당하는 지역(site 3)을 선정하였다. site 3 지역 
또한 2018년에 촬영되었고 공간해상도가 25cm인 정사영상으
로 Fig. 6와 같다. 해당 지역들을 딥러닝 모델의 평가에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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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site 1 지역을 통해 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 대해 딥러닝 
모델이 어느 정도의 건물객체 추출 성능을 보이는지를 평가해 
보기 위해 선정하였고, site 2 지역을 통해 공업단지의 밀집된 
공장 건물객체들에 대해 평가를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마지막 
site 3 지역은 site 1 및 site 2 지역에서 평가한 건물객체들이 하
나의 도엽에 구성되어 있을 때 건물객체 추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a)                                            (b)
Fig. 6. Test dataset (a) image of site 3, (b) reference data 

of site 3

3.2 평가 방법

본 연구에서 생성된 딥러닝 모델들은 오차행렬(confusion 
matrix)을 통해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정량적 평가에 사
용되는 정확도(overall 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
(recall), F1-score는 Table 3의 오차행렬의 TP, FN, FP, TN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Table 3. Confusion matrix for evaluation of deep 

learning model

result by deep learning model
True False

reference 
data

True TP
(True Positive)

FN
(False Negative)

False FP
(False Positive)

TN
(True Negative)

정확도는 딥러닝 모델이 참값을 참값으로, 오답을 오답으로 
예측한 값의 비율로 Eq. (1)과 같이 정의된다.

   
        

  

       
(1)

정밀도는 딥러닝 모델이 참값이라고 예측한 값 중 실제 참값
에 해당하는 값의 비율로 Eq. (2)와 같이 정의된다.

    
    



                                            
(2)

재현율은 실제 참값에 해당하는 값 중 딥러닝 모델이 참값
이라고 예측한 값의 비율로 Eq. (3)과 같이 정의된다.

    
   



                                                       
(3)

마지막 F1-score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으로 나타
낸 값으로 Eq. (4)와 같이 정의된다.

 
     ×   

  × 

        
(4)

 
4. 실험 결과 및 분석

 

정사영상 내의 건물객체를 추출하기 위해 학습자료를 이용
하여 딥러닝 모델들을 학습하였고, 평가자료를 이용하여 모델
들의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딥러닝 모델의 학습 특성상 학습
자료에 대해서만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과적합(overfitting) 현
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은 학습
자료와 인접한 지역이지만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은 지역과 학
습자료와 상이한 지역에서 평가자료를 추출하여 평가를 진행
하였다. 첫 번째 실험을 통해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였
고, 두 번째 실험을 통해 특정 지역에 대해 학습된 딥러닝 모델
이 학습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
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4.1  학습자료와 인접한 지역의 평가자료에 대한 적

용 결과

첫 번째로, 학습자료와 인접한 지역에서 추출한 평가자료를 이
용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는 Fig. 5의 상단(site 1) 및 하단(site 
2) 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아파트, 주택, 학교, 공원, 공사장, 
공업단지 등 다양한 건물객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Fig. 7과 Table 
4는 상단 부분(site 1)에 실험을 적용한 건물객체 추출 결과들과 
이에 따른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score를 나타내고 있고, Fig. 
8과 Table 5는 하단 부분(site 2)에 훈련된 모델들을 적용하여 생성
된 건물객체 추출 결과와 이에 대한 정확도 평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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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7. Building extraction results of site 1 (a) image, (b) 

reference data, (c) result by SegNet, (d) result by U-Net, (e) 
result by FC-DenseNet, (f) result by HRNetV2

Table 4. Quantitative evaluation of site 1

Model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SegNet 0.9421 0.8705 0.7479 0.8046

U-Net 0.9241 0.7312 0.8282 0.7767

FC-DenseNet 0.9565 0.9010 0.8167 0.8568

HRNetV2 0.9578 0.8868 0.8427 0.8642

상단 부분(site 1) 결과에 해당하는 Fig. 7과 Table 4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HRNetV2의 건물객체 추출 정확도와 F1-score
가 각각 0.9578과 0.8642로 SegNet, U-Net, FC-DenseNet에 비
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단 부분(site 2)에 
해당하는 Fig. 8과 Table 5의 결과에서는 FC-DenseNet의 건물
객체 추출 정확도와 F1-score가 각각 0.9230과 0.9211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site 1과 비교하여 site 2에 대한 실험결
과에서 HRNetV2의 성능이 저하된 것은 실험 지역 내의 대형 
공장 건물의 내부영역이 건물영역으로 추출되지 않았기 때문
이며, 해당 오탐지의 원인으로는 SegNet 및 U-Net과 마찬가지
로 영상 패치 크기보다 큰 영역의 건물의 정보를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으로 추출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당 부분을 

제외하면, 실험에 사용된 딥러닝 모델들은 전체적으로 건물객
체 추출의 전반적인 성능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site 1과 site 2 지역은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모델 학습에 사용된 학습자료와 동일지역의 영상이기 때
문에 학습자료와 유사한 색상 및 공간특성을 가지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a)

(b)

(c)

(d)

(e)

(f)
Fig. 8. Building extraction results of site 2 (a) image, (b) 

reference data, (c) result by SegNet, (d) result by U-Net, (e) 
result by FC-DenseNet, (f) result by HRNetV2

Table 5. Quantitative evaluation of site 2

Model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SegNet 0.8797 0.9351 0.8089 0.8674

U-Net 0.9053 0.9018 0.9036 0.9027

FC-DenseNet 0.9230 0.9173 0.9250 0.9211

HRNetV2 0.9189 0.9320 0.8987 0.9150

4.2  학습자료와 상이한 지역의 평가자료에 대한 적용 

결과

  두 번째로, 학습자료와 상이한 Fig. 6 지역(site 3)의 평가자
료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딥러닝 모델의 활
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Fig. 9는 실험에 사용한 영상
과 건물객체 추출 결과이며, Table 6는 이에 따른 정확도, 정밀
도, 재현율, F1-score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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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Quantitative evaluation of site 3

Model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SegNet 0.8951 0.8851 0.6649 0.7594
U-Net 0.9057 0.8829 0.7163 0.7909

FC-DenseNet 0.9153 0.9170 0.7254 0.8100
HRNetV2 0.9222 0.9147 0.7583 0.8292

(a)                                            (b)

(c)                                           (d)

(e)                                            (f)
Fig. 9. Building extraction results of site 3 (a) image, (b) 

reference data, (c) result by SegNet, (d) result by U-Net, (e) 
result by FC-DenseNet, (f) result by HRNetV2

Fig. 9와 Table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HRNetV2의 건물
객체 추출 정확도와 F1-score가 각각 0.9222와 0.8292로 가
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료와 인접한 지
역 중 상단 지역(site 1)에 대한 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Fig. 10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적은 수의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생성
된 모델을 통해 학습된 지역 이외의 도엽 영상의 건물객체를 
추출하였음에도 대부분의 건물이 효과적으로 추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Fig.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4개의 
딥러닝 모델이 일부 복잡한 형태의 대형건물 및 옥외주차장
을 추출하지 못한 것도 확인하였다.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학
습과정에서 영상 패치보다 큰 건물의 경우에 학습이 이루어지
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옥외주차장은 대부분의 주차
장을 건물객체로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4개의 딥러닝 모델 모두 옥외주차장을 건물객체로 추출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특성을 가지거나 패치 크기 이상의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객체를 추출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딥러닝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물객체 추출에 적합하거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사
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네트워크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다양한 건물 특성에 대한 훈
련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딥러닝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                               (b)                              (c)

            (d)                               (e)                             (f)

Fig. 10. Cropped images on building extraction results of 
site 3 (a) image, (b) reference data, (c) result by SegNet, (d) 

result by U-Net, (e) result by FC-DenseNet, (f) result by 
HRNet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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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Fig. 11. Cropped images on building extraction results of 
site 3 (a) image, (b) reference data, (c) result by SegNet, (d) 

result by U-Net, (e) result by FC-DenseNet, (f) result by 
HRNetV2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공촬영으로 취득한 정사영상과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생성된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딥러닝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건물객체 추출의 성능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의미론적 분할 딥러닝 모델인 SegNet, U-Net, 
FC-DenseNet, HRNetV2를 활용하였다. 모델을 학습한 후, 모델
의 성능과 학습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세 번에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세 번의 실험 모두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실험결과, 실험
에 사용한 딥러닝 모델 SegNet, U-Net, FC-DenseNet, HRNetV2 
중 HRNetV2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4개의 딥러닝 모델 모두 학습지역과 상이한 지역에 대하여 
학습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건물객체 및 영상 패
치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들을 효
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항공
영상에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건물객체를 추출하고 비교평가
를 하기 위한 실험이기 때문에 적은 수의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위의 결과와 같이 HRNetV2의 성능 
및 적용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본 연
구를 통해 얻은 결과로부터 HRNetV2에 많은 양의 학습자료를 
구축하여 실험을 진행한다면 더 좋은 성능의 건물객체 추출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수치지도 내 건물 레이어 생성 및 수정의 가능성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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