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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원격 탐사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원격 

탐사 영상에 대한 의미론적 분할 기술은 수림관리

[1,2], 지표면 관리[3,4], 그리고 건물/도로 탐지[5,6]

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각광받고 있는 

연구 분야이다. 최근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을 기반으로 하는 의미론적 

분할 기술[7,8,9,10,11]은 DLRSD[12]나 WHDLD

[13]와 같은 대규모 데이터셋에 적용되어 항공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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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oal of few-shot semantic segmentation is to build a network that quickly adapts to novel
classes with extreme data shortage regimes. Most existing few-shot segmentation methods leverage
single or multiple prototypes from extracted support features. Although there have been promising re-
sults for natural images, these methods are not directly applicable to the aerial image domain. A key
factor in few-shot segmentation on aerial images is to effectively exploit information that is robust
against extreme changes in background and object scal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ask-Guided
Attention module to extract more comprehensive support features for few-shot segmentation in aerial
images. Taking advantage of the support ground-truth masks, the area correlated to the foreground ob-
ject is highlighted and enables the support encoder to extract comprehensive support features with con-
textual information. To facilitate reproducible studies of the task of few-shot semantic segmentation in
aerial images, we further present the few-shot segmentation benchmark iSAID-, which is constructed
from a large-scale iSAID dataset. Extensive experimental results including comparisons with the
state-of-the-art methods and ablation studies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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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론적 분할 기술의 많은 성능 향상을 이루었

다. 그러나 대규모 데이터셋은 픽셀 수준의 라벨링 

과정이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어 구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딥러닝 네트워크의 학

습에 소규모 데이터셋이 이용될 경우 네트워크에는 

과적합(overfitting)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

규모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된 네트워크는 새로운 클

래스에 대하여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준지도(Semi-supervised) 의미론적 분할 

기술은[14,15] 앞서 언급된 대규모 데이터셋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제안되었으나, 여전

히 새로운 클래스의 데이터에 대한 안정적인 성능 

유지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메타 학

습 기술 중 퓨-샷 의미론적 분할(Few-shot seman-

tic segmentation, FSS)이 사용될 수 있다. FSS는 

새로운 클래스의 물체가 존재하는 쿼리(query) 영상

을, 해당 클래스에 대한 정답 마스크가 존재하는 소

량의 지원(support) 영상을 활용하여 분할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방식이다. 현재의 FSS 알

고리즘들은 [16,17,18,19,20] 자연 영상에서 쿼리 영

상의 표현자(feature)와 지원 영상의 프로토타입

(prototype) 표현자를 비교하여 전경(foreground) 물

체에 대한 분할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원 영상의 정답 마스크를 활용하여 표현자를 추출

하는 방법과, 마스크를 활용하지 않고 표현자를 추출

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라벨 마스크를 

활용하지 않는 방법들은 전경과 배경 정보가 적절히 

구분되지 않은 표현자를 추출하기 때문에 성능이 저

하된다. 반면, 이진 마스킹(binary masking) 기법을 

적용하면 전경에 집중된 표현자를 인코딩(encoding)

하여 전경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으

나, 배경(background)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못하

기 때문에 함축적이지 못한 표현자를 추출하게 된다.

Fig. 1을 통해서 표현자를 추출하는 방법 별 구조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영상에서의 퓨-샷 의미론적 분

할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먼저, 자기-어텐

션(self-attention) 기반의 마스크-보조 어텐션(Mask-

guided attention, MGA) 모듈을 통해 지원 영상으로

부터의 강인하고 함축적인 프로토타입 표현자를 추

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마스크-보조 어텐션 알고

리즘이 적용된 표현자는 전경 정보뿐만 아니라 배경

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해당 클래스를 더욱 잘 대표

하는 정보가 포함된 표현자를 추출할 수 있다. 해당 

모듈은 전경과 배경의 맥락 정보를 고려하여, 항공영

상의 의미론적 분할에 발생하는 주는 배경의 다양성 

및 다양한 스케일에 의한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문헌 조사에 따르면 본 연구는 항공 

영상의 퓨-샷 의미론적 분할을 수행하는 최초의 연

구이다. 제안한 어텐션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다량의 

의미론적 분할 라벨이 있는 항공 영상을 활용했으며,

결과적으로 분할 네트워크가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 

안정적인 분할 성능을 가지게끔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제안한 마스크-보조 어텐션 모듈은 기존 네트

워크들과 비교하여 학습 파라미터의 증가 없이 향상

된 성능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과 관련되는 항공 영상의 의

미론적 분할 기술, 그리고 퓨-샷 의미론적 분할의 연

구에 관한 설명한다. 3장에서는 문제 정의와 제안하

는 네트워크, 그리고 목적 함수에 관해 설명하며, 4장

에서는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한 기초, 제안된 기법

을 적용한 네트워크의 정성 및 정량적인 평가 지표를 

통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Fig. 1. Illustration of different support feature extraction methods. (a) vanilla backbone (None), (b) baseline (binary 

masking), and (c) the proposed mask-guided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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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결론을 맺는다.

2. 연구 배경

2.1 항공 영상의 의미론적 분할 (Aerial Image 

Semantic Segmentation)

의미론적 분할은 컴퓨터 비전분야에서  영상 내 

존재하는 물체에 대해 픽셀 수준의 정밀한 클래스 

정보의 예측을 목표로 하는 기본적이지만 어려운 과

제이다. 최근 컨볼루션 신경망의 발달로 항공 영상의 

의미론적 분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7,8,9,10,21,22]. 일부 연구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 CNN과 통계 모델의 조합을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CRF[13]은 더 정확한 픽셀 당 클래

스 확률로 네트워크의 성능 향상을 위해 조건부 랜덤 

필드(Conditional random field)를 사용하고, MRF-

CNN[17]은 선명하고 정확한 경계 묘사를 제공하기 

위해 마르코프 랜덤 필드(Markov random field)를 

통합하였다. 일부 다른 작업에서는 다중 스케일 기능 

융합 구조를 사용하여 의미론적 분할을 수행 한다.

그 중 [10]에서는 먼저 항공 영상의 의미론적 분할을 

처리하기 위해 피라미드 풀링(Pyramid pooling) 모

듈을 도입했다. 한편, [23]은 분할 성능을 높이기 위

해 서로 다른 레이어(layer)의 기능을 활용하는 2단

계 방식을 제안한다. 유사하게, ERN[9]은 유용한 의

미론적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출력에 대한 다중 가중 

경계 감독 기법을 도입했다. 또한, 분할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24]는 경계 검출 분할 네트워크를 제안

한다.

2.2 퓨-샷 의미론적 분할(Few-shot Semantic 

Segmentation)

퓨-샷 의미론적 분할 작업은 정답 마스크가 존재

하는 적은 수의 지원 영상을 활용하여 쿼리 영상에서 

새로운 클래스에 속하는 개체를 검출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SG-One[16]은 프로토타입과 쿼리 영상 간

의 유사성 비교를 활용하여 분할 작업을 수행한다.

제안되는 방법 중 일부는 더욱 향상된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구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PANet [17]은 보

다 일반화된 프로토타입을 얻기 위해 프로토타입 정

렬(align) 정규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PMM[18]은 

매개변수(parameter)가 없는 방식인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Expectation and maximization)을 활용하

여 다중 프로토타입을 생성하고 활용하여, 보다 강인

한 표현자의 추출을 통해 분할 성능을 향상시켰으나 

계층적 정보(hierarchical information)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Net[19]에서는 

분할 결과를 반복적으로 최적화하는 다단계 비교 모

델을 제안한다. 기존 클래스로 학습된 정보(know-

ledge)를 새로운 클래스로 전달(transfer)하는 문제

는 앞서 언급한 모델들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AMP[20]에서 기존 클래스의 정보를 

새로운 클래스에 관련된 정보 결합하여 효과적인 분

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응형 마스크 프록시(Adaptive

masked proxy)의 표현자를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한

다. 한편, PFENet[25]은 지원 영상에서 쿼리 영상으

로의 정보 전달 문제를 고레벨 표현자의 사전(prior)

지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PGNet

[26]은 정확한 퓨-샷 의미론적 분할을 수행하기 위해 

피라미드 그래프(Pyramid graph) 네트워크를 구축

한다. 언급한 방법들은 자연 영상 도메인(natural

image domain) 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추

출된 단일 지원 프로토타입은 쿼리와 지원 영상 간의 

일치에 대한 대략적인 보조(guidance)만 제공할 수 

있고 물체 모양과 크기에서의 큰 편차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제시된 방법은 항공 영상 도메인

(aerial image domain)에서 부적절하다.

3. 제안 방법

3.1 문제 정의

퓨-샷 의미론적 분할 과제의 목표는 쿼리 영상 

을 K개의 지원 영상     

 과 해당 영상의 정답 

레이블    

 를 활용하여 목표 클래스가 있는 객

체에 대한 쿼리 영상의 추정 마스크 를 생성하는 

딥러닝 네트워크 를 학습하는 것이다.

          


 (1)

지원 및 쿼리 영상   가 주어지면 백본(back-

bone) 네트워크는 레벨 의 컨볼루션 레이어의 표현

자 시퀀스 
  

 
  


를 생성한다. 이후 각 레이어에

서 지원-쿼리 표현자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계산하여 사전 마스크(prior mask)를 생성한다.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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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입력된 중간 레벨의 쿼리 및 지원 표현자와 

융합된 표현자는 디코더(decoder)에 입력된 다음 추

정 마스크 를 생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FSS를 위

한 일반적인 학습 방식, 즉 MatchingNet[27]에서 제

안된 프로토콜인 episodic-learning 전략을 따르며,

각 학습 에피소드             

 는 개

의 지원 영상과 라벨 마스크 그리고 쿼리 영상과 라

벨 마스크를 포함한다. 지원 영상 표현자가 해당 클

래스에 대해 효과적이고 더욱 함축적인 정보를 포함

할 수 있도록 지원 영상을 인코딩하는 인코더

(enocder, Enc) 내에서 마스크-보조 어텐션(Mask-

Guided Attention)모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

의 전체적인 개요는 Fig. 2에 나타내었다. 다음 하위 

섹션에서는 제안하는 MGA의 작동 원리와 정보를 

제공한다.

3.2 방법 개요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딥러닝 기반의 퓨-샷 의

미론적 분할 네트워크가 항공 영상에서 향상된 성능

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Fig 1(c)과 

같이 지원 영상을 입력으로 받는 인코더 내에 마스크

-보조 어텐션 모듈을 추가하여 표현자를 추출한다.

고레벨 표현자(high-level feature)을 활용하여 쿼리 

영상의 사전 마스크를 생성해주고, 쿼리 영상과 지원 

영상들의 중간 레벨 표현자와 융합하는 표현자 향상 

모듈(feature enrichment module, FEM)[25]을 활용

하여 강화된 쿼리-지원 혼합 표현자를 생성한다.

3.3 마스크-보조 어텐션(Mask-Guided Attention)

제안된 마스크-보조 어텐션(Mask-guided atten-

tion, MGA) 알고리즘은 지원 영상의  번 째 컨볼루

션 레이어의 표현자인 
∈× ×와 해당 영상의 라

벨 마스크 를 입력으로 사용한다. 먼저, 를 사용

하여 
 에 마스크-평균 풀링(Mask-average pool-

ing, MAP)을 적용하여 지원 표현자 벡터 
 를 얻는

다.


 


  



    


  




 ⊙ 

   
(2)

여기서 는 공간 위치의 인덱스, ⊙는 아다마르 

곱(Hadamard product), 는 의 해상도를 
 의 해

상도와 일치시키는 쌍선형 보간 연산자이다. 지원 샘

플 인덱스 는 간결함을 위해 생략되었다. 이후 
 와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계산

하여 공간 위치에 따른 유사도 맵 
∈× ×를 얻

을 수 있다.


   

  
  (3)

여기서 ⋅는 코사인 거리 함수를 나타낸다. 생

성된 
 은 지원 영상의 표현자의 전경 객체에 대한 

자가 어센션 맵(self-attention map)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유사도 맵 
 를 사용하여 어텐션-지원 표현

자 


를 다음과 같이 얻는다.






⊙
 (4)

이는 백본 네트워크의 후속 레이어에 입력으로 제

공된다.


  Enc (6)

Fig. 2. Overall pipeline of our proposed network. Network architecture with support encoder using the proposed 

MGA, and detailed architecture of M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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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생성된 지원 영상의 어텐션-지원 표현

자는, 사전 마스크의 생성 및 쿼리 영상에 대한 추정

(prediction) 마스크를 생성하는 데 이용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본 장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효율성을 보이기 위한 

실험 결과를 제시한다. 먼저 사용한 데이터셋과 실험 

환경에 관해 설명하고, 기존의 데이터 증강 기법이 적

용되었을 때와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였

을 때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

으로, 다른 FSS 방법들과의 분할 성능을 비교한다.

4.1 데이터셋

퓨-샷 항공 영상 분할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이 기

존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

행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항공 영상 내 객

체에 대한 의미론적 분할 마스크를 제공하는 iSAID

[28] 데이터셋을 원본 데이터셋으로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셋은 15개 클래스에 속하는 655,451개

의 객체를 포함하며, 2806장의 고해상도 위성 영상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벨이 있는 데이

터셋을 확장하여 활용하기 위해서 256×256의 크기

로 랜덤 크롭(Random crop)을 통해 18,076장의 학습 

영상과 6,363장의 테스트 영상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SCAL-[20]와 동일한 방식으로 

iSAID- 데이터셋을 설정하였다. 학습과 테스트를 

위해 15개의 클래스를 3개의 스플릿으로 분류 하였

다. 이 중 2개는 학습에 사용되고 1개는 테스트에 사

용된다. 클래스 분류에 대한 자세한 설정은 Table 1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샷 설정은 각각의 학습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부터 동일한 클래스의 개

의 영상과 마스크를 랜덤으로 추출하여 개의 지원 

영상과 한 개의 쿼리 영상으로 구분을 하여 분할 네

트워크에 입력해주는 방식이다.

4.2 실험 환경 및 구현 세부사항

본 연구에서는 실험 과정에 3.8GHz CPU와 24GB

RAM, NVIDIA Titan RTX GPU 2대가 장착된 PC

를 이용하였으며, 딥러닝 라이브러리로는 PyTorch

를 사용하였다. 퓨-샷 항공 영상 분할 네트워크 학습

을 위해 배치 크기는 32로 설정하였고, 최적화를 위

하여 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사용하였다. 학

습은 총 100 에포크(epoch)로 진행하였다. 학습률은 

0.0005로 설정하였고, 가중치 감소값은 0.0001, 모멘

텀(momentum)은 0.9로 설정하였다. 표현자 추출을 

위한 백본 네트워크로는 ImageNet으로 사전학습

(pre-train)된 ResNet-50[29]을 사용하였다. 학습 시

에 백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업데이트되지 않는다.

4.3 마스크-보조 어텐션 모듈 적용 결과

제안한 마스크-보조 어텐션 모듈을 통하여 추출

된 표현자의 활성화 맵을 통하여 적용한 네트워크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라벨 마스크를 활용하지 않

고 표현자를 추출한 경우와 라벨 마스크를 통해 바이

너리 마스킹을 적용한 네트워크와의 성능을 비교하

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Fig.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데 공통적으로 (c) None 방식의 결과들은 목표 클래

스 외에도 배경 영역 등 관계없는 영역에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 BM 방식의 경우 

(c) 방식의 결과와 비교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목표 

클래스의 영역에 어텐션이 활성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여전히 목표 클래스에 대한 어텐션이 부정

확하고 배경 영역 등 관계없는 영역과 구별되는 정도

Table 1. Testing classes for 3-fold cross validation test. 

The training classes of iSAID-5i, i = 0, 1, 2 are 

disjoint with the testing classes.

Dataset Test classes

iSAID-50
ship, storage tank, baseball diamond,
tennis court, basketball court

iSAID-51
ground track field, bridge, large
vehicle, small vehicle, helicopter

iSAID-52
swimming pool, roundabout,
soccer ball field, plane, harbour

Table 2. Study on impact of each components on iSAID- 

5i with 1-shot and 5-shot setting.

Method Results

Vanilla backbone
1-shot 19.11

5-shot 20.27

Binary masking
1-shot 19.39

5-shot 21.68

MGA
1-shot 26.63

5-shot 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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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한 것을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인 (e) MGA 방식의 결과들

은 비교적 목표 클래스의 영역에 정확하고 구별되게 

어텐션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쿼리 영상에 

대한 사전 마스크가 적절하게 생성되는지 확인하였

다. 의미론적 분할 성능의 객관 척도로는 mean

Intersection over Union(mIoU)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Table 2, 3과 Fig. 3을 통해 정성적, 정량

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의 네트워크와 비교

하여 1-shot, 5-shot 설정에서 약 6% 성능향상을 그

리고 최신 알고리즘 대비 약 4%의 성능향상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4의 활성화 맵을 통

해서 제시한 MGA를 적용한 네트워크가 전경에 적

합하게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퓨-샷 항공 영상 분할 

네트워크의 학습을 위한 자기 어텐션 기반의 마스크

Table 3. Quantitative comparisons with state-of-the-art methods on iSAID-5i dataset. Best results are indicated 

with bold.

Backbone Method
1-shot 5-shot

50 51 52 mean 50 51 52 mean

ResNet50

PANet[17] 12.24 9.23 12.15 11.21 13.35 12.25 18.56 14.72

PMMs[18] 18.95 18.72 28.22 21.96 20.85 21.03 31.35 24.40

PFENet[25] 18.85 17.44 21.88 19.39 19.87 18.93 26.24 21.68

Ours 24.44 22.83 32.63 26.63 26.02 23.83 33.13 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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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Qualitative results on samples in iSAID-5

. (a) support images, (b) query images, (c) ground truth query 

masks, estimated query masks of (d) PFENet, and (e) 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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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어텐션을 이용한 퓨-샷 의미론적 분할 네트워

크를 제안하였다. 지원 영상을 이용하여 클래스 별 

대표 표현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각 영상의 라벨 

마스크를 활용하여 쿼리 영상에 대한 최적의 사전 

마스크를 생성하였으며, 라벨 마스크를 활용하지 않

은 네트워크와 라벨 마스크를 이진 마스크로 활용한 

네트워크에 비해 의미론적 분할 성능이 향상됨을 확

인하였다. 제안하는 마스크-보조 어텐션 알고리즘은 

향후 퓨-샷 객체 검출 등 다른 영상 인지 작업에 접목

하여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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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형 준

2021년 2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

공학과 학사

2021년 3월～현재 연세대학교 전

기전자공학과 석박사 통

합과정

관심분야 : 컴퓨터비전, 인공지능,
딥러닝

송 태 용

2017년 2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

공학과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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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KIST) 내 실감교류

인체감응솔루션 연구단

2019년～현재 한화시스템

(Hanwha Systems)
관심분야 : 영상처리, 초해상도 복원,

물체 탐지 추적, 기계학습

안 종 식

2017년～2020년 에이치비테크놀

러지

2021년～현재 한화시스템

(Hanwha Systems)
관심분야 : 영상처리, 물체 탐지 

추적, 기계학습, 딥러닝 

학습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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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1985년 미국 미네소타 전자공학

과 석사

1991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립대학교 전기·컴퓨터공

학과 박사

1988년～1992년 North Carolina A&T State University,
Image Proc. & Computer Vision Lab. Research
Associate

1992년～199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위성통신기술연구

단, 선임연구원

1994년 Georgetown University MRI Center, Post
Doctoral Fellow

1995년～현재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2002년～2003년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chool of Computer Engineering, Visiting
Professor

2009년～2010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위원

2014년～현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

관심분야 : 3차원 영상 신호 처리, 컴퓨터 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