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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DeepResUNet과 컨볼루션 블록 어텐션 모듈의 
결합을 이용한 의미론적 건물 분할

예철수 1)†·안영만 2)·백태웅 3)·김경태 3)

Semantic Building Segmentation Using the Combination 
of Improved DeepResUNet and Convolutional Block Attention Module

Chul-Soo Ye 1)†·Young-Man Ahn 2)·Tae-Woong Baek 3)·Kyung-Tae Kim 3)

Abstract: As deep learning technology advances and various high-resolution remote sensing images
are available, interest in using deep learning technology and remote sensing big data to detect buildings
and change in urban areas is increasing significantly. In this paper, for semantic building segmentation
of high-resolution remote sensing images, we propose a new building segmentation model, Convolutional
Block Attention Module (CBAM)-DRUNet that uses the DeepResUNet model, which has excellent
performance in building segmentation, as the basic structure, improves the residual learning unit and
combines a CBAM with the basic structure. In the performance evaluation using WHU dataset and
INRIA dataset, the proposed building segmentation model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in terms of
F1 score, accuracy and recall compared to ResUNet and DeepResUNet including UNet.
Key Words: Semantic building segmentation, Convolutional block attention module, Residual learning

요약: 딥러닝기술의진보와함께다양한국내외고해상도원격탐사영상의활용이가능함에따라딥러닝기

술과원격탐사빅데이터를활용하여도심지역건물검출과변화탐지에활용하고자하는관심이크게증가하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 원격탐사 영상의 의미론적 건물 분할을 위해서 건물 분할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DeepResUNet 모델을기본구조로하고잔차학습단위를개선하고Convolutional Block Attention Module

(CBAM)을결합한새로운건물분할모델인 CBAM-DRUNet을제안한다. 제안한건물분할모델은WHU 데이

터셋과 INRIA 데이터셋을 이용한 성능 평가에서 UNet을 비롯하여 ResUNet, DeepResUNet 대비 F1 score, 정

확도, 재현율측면에서모두우수한성능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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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원격탐사 분야에서 고해상도의 아리랑위성영

상과함께국토위성영상의활용이가능해짐에따라고

해상도위성영상을이용한국토모니터링에대한관심

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국토 모니터링과 관련된 활용

분야가운데도심지역에대한원격탐사영상을활용한

건물 분할 및 변화 탐지는 도시관리 업무 또는 도시문

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모니터링 기술이다. 건물 분할

을 위한 기존의 감독 기반 분류 방식은 건물 등과 같은

영상내에존재하는다양한객체를클래스로정의하고

각클래스의대표적인분광학적특성을계산한후에각

영상 화소를 클래스 별로 분류한다. 이러한 감독 기반

분류에기초한건물분할방식의한계점은분류대상영

상에속하는클래스의정의와각클래스의대표속성을

가지는샘플추출과정에서분류를수행하는개인의주

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점이다. 원격탐사 영

상의 특성상 분석 대상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

이 있는 경우에도 클래스 정의와 샘플 추출 과정에 상

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촬영 센서의 종류, 계절적

요인 등 여러 영상 획득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주

관적판단에의존하는감독분류방식은실제현장에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감독 기반 분류 방

식이분석대상영상을선정하고선정된영상에대해각

클래스와클래스의대표속성을추출하는방법을취하

기 때문에 분석 대상 영상이 달라지면 해당 영상에 대

해동일한과정의분석이필요하며이러한점은다수의

영상에대한자동화처리에한계점으로작용한다.

반면에딥러닝기반의건물분할방식은최근에기술

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의미론적 건물 분할 기법(Ye et

al., 2019; Foivos et al., 2020; Li et al., 2021; Wang and Fang,

2022)이등장하였으며충분한학습데이터의구축이가

능하다면학습된딥러닝모델에분석대상영상을입력

하여 건물 분할 결과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딥러닝

기반의건물분할결과를성공적으로획득하기위해서

는건물분할에적합한딥러닝모델의선택과딥러닝모

델을학습하는데필요한정확하고충분한개수의학습

데이터의구축이필요하다. 건물분할에적합한대표적

인딥러닝모델로는일반적으로UNet모델(Ronneberger

et al., 2015)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잔차 학습(residual

learning)을 UNet모델과결합한 ResUNet모델(Zhang et

al., 2018) 그리고 ResUNet모델보다성능이더욱향상된

DeepResUNet모델(Yi et al., 2019)이최근에발표되었다.

한편건물분할을위한딥러닝모델의성능을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어텐션 블록(attention block)을 통해

모델의감도를향상시키기위한다양한기법들이제안

되었다(Wu et al., 2020; Guo et al., 2020; Deng et al., 2021;

Jin et al., 2021).

본논문에서는UNet기반의딥러닝모델을분석한선

행연구(Ye et al., 2022)에기초하여잔차학습기반의UNet

모델들 가운데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DeepResUNet모

델의성능을향상시킬수있는방법으로잔차학습블록

의내부구조를개선하고어텐션블록을건물분할딥러

닝모델에결합하는방법을제안한다. 본논문은 2장에

서UNet기반의대표적인건물분할딥러닝모델들을소

개하고이어서잔차학습블록의개선방법과어텐션블

록을건물분할모델에결합하는방법을소개한다. 3장

에서는건물분할딥러닝모델에사용되는데이터셋과

성능평가방법을소개한다. 4장에서는기존건물분할

모델들과제안하는모델의성능을분석하고 5장에서는

본연구의결론과향후연구방향을제시한다.

2. 연구 방법

1) UNet 기반의 건물 분할 딥러닝 모델

대표적인 의미론적 영상 분할 모델인 UNet모델은

특징 영상의 크기를 풀링(pooling) 과정을 통해 축소시

키는 다운샘플링 경로와 업샘플링(upsampling) 과정을

통해특징영상의해상도를고해상도로증가시키는업

샘플링 경로로 구성된다(Ronneberger et al., 2015). 다운

샘플링경로를거치면서특징영상의크기는축소되나

특징 채널의 수는 증가되며 이 과정을 통해 영상이 가

지고있는다양한영상특징정보들이생성되어업샘플

링경로로전달된다. 업샘플링경로를거치면서영상특

징크기를증가시키고이후다운샘플링경로의풀링전

의영상특징과결합되는과정을반복적으로거치면서

고해상도의출력을생성하게된다.

ResUNet모델은잔차학습과UNet모델의장점을결

합한딥러닝모델이다(Zhang et al., 2018). ResUNet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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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UNet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나 입력 특징이

컨볼류션 레이어를 포함한 일련의 레이어들을 통과한

결과와합쳐지는잔차유닛(residual unit)을통해네트워

크의 학습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skip connection을 통

해인코딩과정의잔차유닛의결과가디코딩단계의업

샘플링결과와합쳐지는 UNet의특성을함께가진다.

DeepResUNet모델은 2개의 3×3 컨볼류션레이어와

1×1 컨볼류선레이어를순차적으로통과한결과에입

력특징이더해지는잔차유닛구조의 ResBlock을정의

하고, 2개의 ResBlock과 풀링 레이어로 구성되는 레이

어 그룹을 여러 단계로 구성하여 UNet보다 깊은 다층

레이어을구성한다(Yi et al., 2019). ResBlock내부의잔차

유닛구성과유사하게 2개의 ResBlock과풀링레이어로

구성되는레이어그룹간에도풀링레이어의특징맵을

2개의연속적인 ResBlock출력에더하는방식을적용하

여레이어그룹사이의특징정보전파가유리한구조를

가진다. Yi et al. (2019)에 의하면 DeepResUNet은 UNet,

ResUNet을 포함한 6개 건물 분할 딥러닝 모델보다 우

수한건물분할결과를보였다.

2) DeepResUNet 모델의 ResBlock 개선

DeepResUNet의 ResBlock은 Fig. 1과 같이 3개의 컨

볼류션 레이어가 3×3(채널 64), 3×3(채널 128), 1×1

(채널 128) 순으로배치되며각각의 3×3 컨볼류션레이

어이후에활성화함수(ReLU)가위치하고마지막컨볼

류션레이어의출력과입력특징이더해진후에다시한

번 활성화 함수(ReLU)를 적용하는 구조로 총 3번의 활

성화 함수가 적용된다. Han et al. (2017) 의 연구에 따르

면 ResBlock내부에사용되는활성화함수의개수가많

아지면성능이저하되며이는활성화함수의특성상컨

볼류션결과값이 0보다작은값들이활성화함수적용

으로 0으로변환되는회수가증가할수록 ResBlock의전

체적인성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따라

서본연구에서는 ResBlock내부의사용되는활성화함

수를 Fig. 1과같이 2회만적용하는새로운ResBlock을제

안한다. 제안하는 ResBlock은입력특징을정규화(batch

normalization, BN)한후에 3×3 컨볼류션(Conv 3×3), 정

규화(BN), 활성화 함수(ReLU)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다시 한번 3×3 컨볼류션(Conv 3×3)과 정규화

(BN)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결과와 입력 특징을 더한

후에 정규화(BN)와 활성화 함수(ReLU)를 적용한다.

ResBlock의 마지막 단계에 정규화(BN)를 추가하여 다

수의 ResBlock이 사용되는 딥러닝 네트워크 환경에서

학습 속도와 안정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각 컨볼류션

레이어에 사용되는 채널의 개수를 DeepResUNet에서

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고려하여 64-128-128 순으로 증

가시키나제안하는 ResBlock에서는파라미터의개수가

증가하더라도보다많은특징정보생성에유리하도록

컨볼류션 레이어에 사용되는 채널의 개수를 모두 256

으로설정한다.

3) DeepResUNet과 Convolutional Block

Attention Module 결합

Convolutional Block Attention Module (CBAM)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기반의딥러닝모

델에서입력채널의상대적중요도와영상화소위치별

상대적중요도를각각가중치로계산하여정제된특징

을 생성하는 모듈이다(Woo et al., 2018). 각 채널의 상대

적중요도를결정하기위해서는 channel attentionmodule

을 적용하고 영상 화소의 위치 별 상대적 중요도 가중

개선된 DeepResUNet과 컨볼루션 블록 어텐션 모듈의 결합을 이용한 의미론적 건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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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DeepResBlock’s resblock and the
improved resblock structure.

Fig. 2.  Internal structure of Convolutional Block Attention
Module (CBAM).



치를결정하기위해서는 spatial attention module을적용

한다. Woo et al. (2018)의연구에따르면 channel attention

module과 spatial attention module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경우가다른경우의조합보다다소높은성능을보인다.

본연구에서는 Fig. 2와같이 channel attention module과

spatial attention module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CBAM

모듈을개선된DeepResUNet모델과결합한다.

4) 제안하는 CBAM-DRUNet 건물 분할 모델

제안하는 건물 분할 딥러닝 모델 CBAM-DRUNet은

Fig. 3과같이DeepResUNet모델의구조와유사한구조

를가지나업샘플링과정의마지막단계에서 CBAM를

적용하고각 ResBlock은앞서기술한바와같이채널개

수가 256인 개선된 ResBlock을 사용한다. 제안하는 건

물 분할 딥러닝 모델은 2개의 ResBlock과 풀링 레이어

로 구성되는 레이어 그룹을 여러 단계로 구성하여

UNet등기존딥러닝모델대비보다깊은다층레이어

로 구성된다. 레이어 그룹 간에도 풀링 레이어의 특징

맵을 2개의연속적인 ResBlock출력에더하는방식을 4

회 적용하여 레이어 그룹 사이의 특징 정보 전파가 유

리한구조를가진다.

3. 연구 자료 및 성능 평가 방법

본연구에서는제안하는건물분할알고리즘의성능

평가를위해건물분할에널리사용되는오픈데이터셋

인 WHU데이터셋과 INRIA데이터셋을 사용하였다.

WHU데이터셋은 Fig. 4와 같이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건물 영상과 라벨링 영상을 제공한다. 공간해상도 0.3

m의 512×512 크기의 전체 데이터셋에 187,000개 이상

의건물에대한라벨링데이터가포함되며학습데이터

4,736개, 검증데이터 1,036개, 테스트데이터 2,426개가

제공된다. INRIA데이터셋영상의공간해상도는 0.3 m

이며 5개 도시에 대해 5,000×5,000 크기의 데이터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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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roposed CBAM-DRUNet model for semantic building segmentation.

Fig. 4.  Examples of WHU dataset.



각각 36개씩 총 180개의 학습 및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제공된다.

건물분할의정량적인성능평가지표로식(1)부터식

(5)까지주어지는정확도(overall 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I score 그리고 Intersection over Union

(IoU)를사용하였다. 정밀도는딥러닝모델을이용하여

검출된건물화소수중실제건물화소수의비율을, 재

현율은 실제 건물 화소 수 중 딥러닝 모델을 이용하여

검출된건물화소수의비율을의미한다. F1 score는정

밀도와 재현율의 조화평균으로 정밀도와 재현율을 동

시에고려한성능지표이다. IoU는실제건물화소또는

검출된건물화소가운데실제건물화소이며동시에딥

러닝 모델을 통해 검출된 건물 화소 수의 비율을 의미

한다.

Overall Accuracy =         (1)

Precision =                         (2)

Recall =                            (3)

F1 score = 2 ×              (4)

IoU =                         (5)

각성능지표는 Table 1의오차행렬(confusion matrix)

의각항목을이용하여계산한다. 반복훈련횟수 epoch

은 50, loss function은 binary_crossentropy, optimizer는

Adam(학습률: 10–3, 학습률감소율: 10–6), batch size는 1

을사용하였다. 딥러닝모델의전반적인성능을나타내

는지표인 F1 score계산은반복훈련횟수가 50에도달

하기 전인 epoch=41부터 epoch=50까지 범위에서 F1

score의 평균값, 중앙값, 최소값, 최대값을 함께 계산하

여각모델의성능을비교하였다. 정확도, 정밀도, 재현

율은 epoch변화에 따른 영향을 가급적 배제하기 위하

여 epoch=41부터 epoch=50까지범위에서중앙값을계

산하였다.

실험을 수행한 하드웨어 환경은 Table 2와 같으며

Python 3.10 버전과 tensorflow 2.8 버전을사용하여실험

을진행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건물 분할 모델과 UNet,

ResUNet, DeepResUNet건물분할모델의상대적인성

능평가를목적으로WHU데이터셋은 256×256 크기로

축소하고학습데이터셋 1,000개, 테스트데이터셋 200

개를각각추출하여사용하였으며, INRIA데이터셋은

512×512 크기의 학습 데이터셋 900개, 테스트 데이터

셋 100개를사용하였다. Fig. 6은WHU데이터셋에대한

실험결과로 3장의성능평가방법에따라각모델별로

반복 학습을 50회 수행 한 후에 건물 형태가 직사각형

형태의단순한경우(Case 1, 첫번째행), 좁고긴형태의

건물들이복잡하게위치한경우(Case 2, 두번째행), 상

대적으로 건물의 크기가 큰 경우(Case 3, 세 번째 행)에

대한각모델별건물검출결과를보여준다. 결과영상

에서적색으로표시된화소들은실제건물에속하지만

실험에서검출되지않은미검출(False Negative) 화소를

나타내고초록색으로표시된화소들은실제건물에속

TP + TN
TP + TN + FP + FN

TP
TP + FP

TP
TP + FN

Precision × Recall
Precision + Recall

TP
FP + TP + 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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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 example of INRIA dataset.

Table 1.  Confusion matrix for performance evaluation
Experimental result

TRUE FALSE

Ground truth
TRUE True Positive

(TP)
False Negative

(FN)

FALSE False Positive
(FP)

True Negative
(TN)

Table 2.  Computer specifications used in the experiment
CPU Intel® Core (TM) i9-10980XE @4.6 GHz
RAM 256 GB
GPU NVIDIA GeForce RTX 3090 2 4GB×2EA



하지 않으나 건물 화소로 검출된 오검출(False Positive)

화소를나타낸다.

건물 형태가 직사각형의 단순한 형태인 Case 1의 경

우에는네가지모델모두 1~2개의건물을제외한대부

분의 건물들이 잘 검출되었다. 좁고 긴 형태의 건물들

이존재하는 Case 2의경우에는네가지모델모두미검

출화소들이많이발생하였다. 건물크기가큰 Case 3의

경우에는 Fig. 7과 같이 UNet, ResUNet, Deep Re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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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nlarged examples of the lower left area of the
segmentation results in the third row of Figs. 6(a)
UNet, (b) ResUNet, (c) DeepResUNet, (d) CBAM-
DRUNet.

Fig. 8.  Enlarged examples of the right area of the segmentation
results in the third row of Figs. 6(a) UNet, (b) ResUNet,
(c) DeepResUNet, (d) CBAM-DRUNet.

Fig. 6.  Visual comparison of segmentation results by applying each deep learning model to WHU dataset.



모두좌측하단에위치한건물에서미검출화소들이많

이발생한반면에제안한모델의경우미검출화소들이

거의발생하지않은것을볼수있다. 결과영상우측에

위치한건물의노란색점선내부에위치한화소들의경

우 Fig. 8과같이 UNet의경우오검출화소들이많이발

생한반면에제안한모델은상대적으로적은수의미검

출화소들이발생하였다.

WHU전체테스트영상에대한모델별건물분할에

대한 정량적인 성능 평가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반복

훈련횟수 epoch=41부터 epoch=50까지의 F1 score의평

균값과 중앙값(F1 score크기순으로 5번째 및 6번째 F1

score의 평균값으로 계산),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에서

모두 제안한 CBAM-DRUNet모델이 나머지 모델들에

비해상대적으로높은정확도를보였다. 특히재현율은

나머지모델들의경우 0.6935에서 0.7915의범위의성능

을보였으나제안한모델은 0.9702의높은값을보였다.

이는 Fig. 7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안한 모델이 다른

모델들 대비 미검출 화소 수가 적은 것과 연관이 되며

전체테스트영상에서미검출화소수가전반적으로적

음을의미한다. IoU는 epoch=50일때의값으로ResUNet

과 제안한 모델이 비슷한 값을 보였고, 나머지 두 모델

보다높은값을보였다.

Fig. 9는 INRIA데이터셋에 대해 각 모델별로 반복

학습을 50회 수행 한 후에 건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소형(Case 4, 첫번째행), 중형(Case 5, 두번째행), 대형

(Case 6, 세번째행)에해당하는테스트영상에대한건

물 검출 결과이다. 소형 건물(Case 4)의 경우에는 각 모

델 별로 건물 검출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중

형건물(Case 5)의경우에는UNet과 ResUNet모델의경

우 원형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 내부에서 미검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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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Quantitative performance evaluation for each model on WHU dataset

Models
F1 score Accuracy

(median)
Precision
(median)

Recall
(median) IoU

Average Median Min Max
UNet 0.8007 0.8027 0.7612 0.8222 0.9914 0.8556 0.7510 0.6616
ResUNet 0.7754 0.8143 0.3936 0.8375 0.9918 0.8682 0.7915 0.7144

DeepResUNet 0.7695 0.7833 0.5884 0.8224 0.9908 0.8914 0.6935 0.6837
CBAM-DRUNet 0.8177 0.8307 0.7383 0.8505 0.9934 0.9728 0.9702 0.7103

Fig. 9.  Visual comparison of segmentation results by applying each deep learning model to INRIA dataset.



화소들이다수발생한반면에 DeepResUNet모델과제

안한 CBAM-DRUNet모델의경우해당영역내부에매

우 적은 미검출 건물 화소들이 발생하였다. 대형 건물

(Case 6)의경우에는UNet과 ResUNet모델의경우원형

점선영역내부에서다수의미검출건물화소들이발생

하였다. 반면에DepResUNet과제안한 CBAM-DRUNet

모델은현저히적은개수의미검출건물화소들이발생

하였다. Fig. 9의중앙과우측부분을확대한 Fig. 10에서

DeepResUNet과 제안한 CBAM-DRUNet 모델의 결과

를비교해보면원형점선영역내부에서제안한모델이

DeepResUNet에비해미검출화소의수가훨씬적음을

알수있다.

INRIA전체 테스트 영상에 대한 모델 별 건물 분할

에대한정량적인성능평가결과는 Table 4와같다. F1

score의평균값과중앙값, 정확도, 재현율, IoU에서제안

한CBAM-DRUNet모델이가장높은값을보였으며, 정

밀도의 경우 네 가지 모델이 거의 비슷한 값을 보였다.

WHU테스트 영상에는 INRIA테스트 영상에 비해 상

대적으로작은크기의단순한건물들이분포하고전체

건물의 개수도 비교적 적은 가운데 False Positive화소

수가다른모델에비해상대적으로적어결과적으로정

밀도가높은값이얻어진반면에, INRIA테스트영상의

경우에는상대적으로큰건물들이많고건물의개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False

Negative화소수는감소한반면에 False Positive화소수

는다른모델들과유사하여결과적으로네가지모델의

정밀도가유사한값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두

데이터셋에서 소형 건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WHU데

이터셋에서제안한모델의정밀도가다른모델보다높

은것은소형건물의검출에서우수한성능을보이는것

으로알려진 DeepResUNet의특성을제안한모델도가

지고있고추가적으로 CBAM적용을통해채널과화소

위치의상대적중요도반영이중대형건물에비해소형

건물의검출에대해보다효과적임을보여준다.

F1 score의경우제안한모델에뒤이어서DeepResUNet,

UNet, ResUNet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Fig. 9와 Fig.

10에서 ResUNet이 상대적으로 미검출 화소 수가 많았

으며 정량적인 성능 평가에서도 ResUNet의 재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인 0.8094로 다른 모델들이 0.8555

이상의 값을 가지는 것에 비해 대비된다. IoU는 epoch

=50일 때의 값으로 제안한 모델이 나머지 모델들보다

근소하지만보다높은값을보였다.

5. 결론

본논문에서는건물분할딥러닝모델가운데우수한

성능을보이는UNet기반의대표적인모델들을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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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nlarged examples of the left area of the segmentation
results in the third row of Figs. 9(a) UNet, (b) ResUNet,
(c) DeepResUNet, (d) CBAM-DRUNet.

Table 4.  Quantitative performance evaluation for each model on INRIA dataset

Models
F1 score Accuracy

(median)
Precision
(median)

Recall
(median) IoU

Average Median Min Max
UNet 0.8696 0.8832 0.7660 0.8880 0.9607 0.9100 0.8555 0.7914
ResUNet 0.8429 0.8597 0.7680 0.8684 0.9539 0.9093 0.8094 0.7352

DeepResUNet 0.8759 0.8843 0.8343 0.8928 0.9612 0.9062 0.8574 0.7925
CBAM-DRUNet 0.8834 0.8888 0.8634 0.8913 0.9627 0.9067 0.8686 0.7975



가장우수한성능을보이는모델중하나인DeepResUNet

의성능을개선시키는방법을제안하였다. 이를위해서

DeepResUNet의기존ResBlock의내부구조에서활성화

함수의갯수를줄이고보다많은특징정보생성에유리

하도록컨볼류션레이어에사용되는채널의수를증가

시키는방법을제안하였다. 이와함께모델에사용되는

다수의채널가운데채널의상대적중요도와영상화소

위치의상대적중요도를각각가중치로계산하여정제

된 특징을 생성할 수 있는 channel attention module과

spatial attention module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CBAM

모듈을모델의최종단계에결합하였다.

제안한모델의성능을평가하기위하여건물분할에

널리사용되는WHU데이터셋과 INRIA데이터셋을이

용한정성적, 정량적성능비교에서대표적인영상분할

딥러닝모델인UNet을포함하여ResUNet, DeepResUNet

대비F1 score의평균및중앙값, 정확도, 재현율에서모두

우수한성능을보였다. 제안한모델은기존DeepResUNet

대비미검출화소수가상대적으로적었으며특히건물

의 코너 영역 부근에서의 건물 검출 정확도가 기존

DeepResUNet보다높음을확인하였다.

본연구에서는항공영상으로제작된WHU데이터셋

과 INRIA데이터셋을이용하여각모델의건물분할성

능을 비교하였으며, 향후에는 아리랑위성영상과 국토

위성영상등고해상도위성영상을이용한제안한모델

의성능분석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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