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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성 영상을 이용한 원격 탐사 분야는 최근 다양

한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으로 인하여 빠르게 발전하

고 있다. 특히 위성 영상은 홍수, 지진, 전쟁 등의 피

해 상황 등을 빠르게 파악하거나 물체를 추적하고 시

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필수적이며 이러한 연구의 근본 기술로써 위성 영상

변형 가능한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지식증류
기반 위성 영상 빌딩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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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ilding segmentation using satellite imagery such as EO (Electro-Optical) and SAR (Synthetic-
Aperture Radar) images are widely used due to their various uses. EO images have the advantage of
having color information, and they are noise-free. In contrast, SAR images can identify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geometrical information that the EO image cannot capture. This paper proposes a
learning framework for efficient building segmentation that consists of a teacher-student-based priv-
ileged knowledge distillation and deformable convolution block. The teacher network utilizes EO and
SAR images simultaneously to produce richer features and provide them to the student network, while
the student network only uses EO images. To do this, we present objective functions that consist of
Kullback-Leibler divergence loss and knowledge distillation loss. Furthermore, we introduce deformable
convolution to avoid pixel-level noise and efficiently capture hard samples such as small and thin build-
ings at the global level.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our method outperforms other methods and ef-
ficiently captures complex samples such as a small or narrow building. Moreover, Since our method can
be applied to variou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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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건물 분할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위성 영상의 종류는 다양하며 이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가

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종류는 전기-광학(Electro-

Optical, EO) 영상이 있다. EO 영상은 영상 전반에 

풍부한 가시광선 정보가 담겨있으며 잡음(Noise) 이 

적어 영상 해독이 직관적이고 수월하며 획득 난이도 

또한 다른 위성 영상 대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수동

적 (Passive) 획득 방식을 활용하기에 야간이나 악천

후등 기상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위성 영상 기술은 합성 개구 레이다(Syn-

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이 있다. SAR 영

상은 레이다 파형을 방사하고 지상에 대한 반사파를 

획득하는 능동적인(Active) 영상 획득 방식이다. 레

이다는 구름을 투과할 수 있으므로 밤/낮 및 기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전자기파의 파장 및 편광을 관찰하여 

지표면의 수분 함량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이나 기하

학적 정보 등 EO 영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정보들을 

관측할 수 있다[1].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EO 영상과 SAR 영상을 함

께 학습시에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건물을 분할하는 

영상 분할 기술을 제안한다. 먼저 지식증류(Know-

ledge Distillation) 기법을 사용하여 정렬된 EO와 

SAR로 구성된 특권 지식(Privileged Knowledge)으

로부터 교사 네트워크(Teacher Network)를 학습한

다. 그리고 EO 영상만을 입력으로 받는 학생 네트워

크(Student Network)를 구성하고 교사 네트워크가 

학습한 지식을 학생 네트워크로 전달하는 특권 지식 

증류(Privileged Knowledge Distillation) 학습법을 

소개한다. 또한, 작은 건물이나 형태가 좁은 건물의 

경계를 더욱 잘 탐지하고 노이즈에 대한 강인함을 

위하여 변형 가능한 컨볼루션(Deformable Convolu-

tion)을 적용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본 논문의 

기본이 되는 딥 러닝 기반 영상 분할 기법, 특권 지식 

증류 기법과 변형 가능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소개

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인 변형 가능한 컨볼

루션 영상 분할 네트워크와 특권 지식 증류 학습법에 

관하여 서술하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방법과 기존 

방법에 대한 실험 결과 및 성능 평가를 서술한다.

2. 연구 배경

2.1 딥 러닝 기반 영상 분할 기법(Deep Learning 

based Image Segmentation)

영상 분할은 각 픽셀이 어느 범주 (class)에 속하

는지 분류(classification)하는 문제이다. 딥러닝 기반 

영상 분할에서는 분류기(classifier) 네트워크를 정의

하고, 이 네트워크는 영상을 입력받아 각 픽셀이 어

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확률 값을 출력한다. 이 때,

다양한 영상 분할 네트워크들은 영상의 의미론적 표

현자(features)를 추출하는 인코더 부분과 이러한 표

현자를 이용하여 분할 영상을 출력하는 디코더 부분

으로 구성된다.

딥러닝을 이용한 영상 분할 연구로는 FCN[2], U-

Net[3], PSPNet[4], DeepLabv3[5] 등이 있으며 이로

부터 분화된 다양한 영상 분할 기법[6,7]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U-Net

[3]을 기반 네트워크로 이용하였다.

2.2 특권 지식 증류(Privileged Knowledge Distillation)

특권 지식 증류[8]는 지식 증류[9] 기법 중 하나로

써, 교사 네트워크 및 학생 네트워크에 공통으로 제

공되는 입력 정보와 교사 네트워크에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특권 정보(Privileged Information)를 사용

하여 학생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기법이

다. 본 논문에서는 EO 영상이 공통된 입력 정보가 

되며 SAR 영상을 교사 네트워크에만 제공되는 특권 

정보로 정의하였다. 특권 지식 증류기법을 이용하면 

학생 네트워크가 이용하는 EO 영상만으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교사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SAR 영상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지표

면의 수분 함량, 기하학적 구조와 같은 정보는 EO

영상만으로 획득할 수 없다. 하지만 특권 지식증류 

기법을 이용하면 이러한 정보를 학생 네트워크가 이

용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정보는 영상 분할 성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2.3 변형 가능한 컨볼루션 네트워크 (Deformable 

Convolution Network)

기존의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고정된 직교의 정규 

샘플링 그리드를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윤곽을 갖

는 객체를 모델링하는데 내재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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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안으로 Dai 등은[9] 변형 가능한 컨볼루션

을 제안하였다. 주요 아이디어는 컨볼루션 커널에 학

습 가능한 추가 오프셋 값을 도입하여 기존의 정규 

공간 샘플링 위치를 입력에 따라 조정해 더욱 의미있

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표현자 추출 

네트워크의 모든 위치에서 추가 오프셋 필드를 학습

하여 컨볼루션 레이어가 자유 변형 가능한 형태의 

공간 커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Dilation이 1인 3×3의 2차원 컨볼루션일 경우, 결

과 값을 나타내는  는 입력 표현자(input fea-

tures)   에 커널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이 때 

는    ⋯인 일반적인 그리

드이다. 한편, 변형 가능한 컨볼루션의 경우 학습가

능한 오프셋  로 기존의 표현자 추출 위치(feature

location) 백터   를 이동시켜 오프셋 된 불규칙

적인 샘플링 그리드   로 만든다. 따라서, 특정 

위치 에서 변형 가능한 컨볼루션의 출력 값은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

 ⋅    (1)

이때  는 3×3 커널 가중치(weights)이다. Fig.

1은 입력 표현자에 대해 오프셋을 적용하여 새로운 

위치로부터 샘플링을 적용하는 변형 가능한 컨볼루

션 네트워크의 모식도이다. 이러한 변형 가능한 컨볼

루션을 이용하여 건물의 외형과 영상 잡음에 강인한 

Deformable U-Net 구조를 고안하였다.

3. 제안한 방법

본 논문에서는 EO 영상()을 입력받아 분할 

영상 

을 출력하는 학생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특권 지식 증류기법(Privi-

leged Knowledge Distillation)과 변형 가능한 컨볼

루션(Deformable Convolution)을 적용하였다. 테스

트 상황에서 교사 네트워크는 사용하지 않고 학생 

네트워크만을 사용하며 EO 영상만을 입력으로 받는

다. 제안한 학습 프레임워크 대다수의 영상분할 네트

워크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범용적이다.

3.1 영상 분할 네트워크 (Image Segmentation Net-

work)

우리는 영상 분할 네트워크 중 가장 널리 사용되

는 인코더-디코더 구조의 U-Net[3]을 건물 분할 네

트워크로 선택했다. 입력 이미지 가 주어지면, 인코

더 E는 의미 잠재 특징 벡터(Latent Feature Vector)

  를 추출한다. 1개의 컨볼루션 블록과 4개의 

잔여 블록(Residual Block)으로 구성되어 표현자의 

공간 분해능을 감소시키면서 차원을 증가시킨다. 다

음 구성 요소는 인코더로부터 추출된 잠재 특징벡터 

를 입력으로 가져와 확률 점수(Probability Score)
를 예측하는 디코더 D이다. 디코더에 보다 

구조적이고 풍부한 문맥정보를 가진 표현자를 제공

하기 위해서 인코더의 로우 레벨 및 미드 레벨의 표

현자를 스킵 연결 레이어를 통해 해당 디코더 레이어

로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이에 더하여 각 디코더 블

록에서 채널 스퀴즈 및 익사이팅 모듈(Spatial and

Channel Squeeze and Excitation Module, scSE)[11]

을 통해 디코더 계층과 스킵 계층에서 전달된 표현자

를 채널과 공간 방향을 따라 재 보정한다. 이는 네트

워크가 일관된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더 의미 

있는 기능을 추출하도록 도움을 준다.

한편 인코더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변형 가능한 컨

볼루션으로 대체했다. 변형 가능한 컨벌루션은 이미

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적응형 수용체(Adaptive

Receptive Fiel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점

을 가진다. 첫 번째로, 네트워크의 초기 단계에서는 

노이즈를 피해 의미있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네트워크의 더 깊은 단계에서는 더욱 넓은 

수용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역적인 정보(Global

Context)를 포착하여 크기가 작거나 얇은 물체를 더

욱 잘 탐지할 수 있다.

영상분할 네트워크를 학습하기위해 이진 교차 엔

트로피 손실함수(Bice Cross Entropy Loss, )와 Fig. 1. Diagram of 3×3 deformable con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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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e 손실함수(Dice Loss, )로 구성된 분할 목적 

함수 (Segmentation Loss)를 구성했다.

 
 

 (2)

이진 교차 엔트로피 손실함수  는 각 픽셀에 

대한 예측과 실측 라벨의 차이를 개별적으로 측정한 

다음 모든 픽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균을 내는 영

상분할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손실함수이

며,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og 
   log 

  (3)

여기서 는 픽셀 공간 위치의 인덱스이고 은 픽

셀 수이다.

한 편, 클래스 불균형 문제로 인하여 네트워크의 

학습은 특정 클래스로 편향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

물 분할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 문제를 완화하

기 위해 다이스 손실함수  [12]를 추가로 채택했

다. 이는 픽셀 기반으로 구성된 와 달리 전역적

인 유사도를 측정한다. 다이스 계수는 정답 영상과 

추론 영상 교집합 면적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합집합 

면적을 최소화한다.

  


  



 
 

  



 



  






(4)

여기서 는 픽셀 공간의 인덱스이다.

3.2 특권 지식 증류 (Privileged Knowledge Distilla-

tion)

특권 지식 증류 기법은 정보량이 풍부한 교사 네

트워크로부터 정보량이 제한된 학생 네트워크로 지

식을 증류하는 기법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권 

지식으로써 정렬된 EO 및 SAR 영상 ( ,  )으

로 학습하는 교사 네트워크와 EO 영상 ()만을 

이용하여 학습하는 학생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교사 

네트워크는 더욱 풍부한 지식을 이용하여 학습하므

로 학생 네트워크보다 영상 분할 성능이 뛰어나다.

교사 네트워크가 학습한 지식은 지식증류기법을 이

용하여 학생 네트워크로 증류되고, 이를 통해 학생 

네트워크는 기존의 방법보다 더욱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다. 테스트 상황에서 교사 네트워크는 사용하지 

않고 학생 네트워크만을 사용하며 이는 EO 영상만

을 입력으로 받는다.

3.2.1 교사 네트워크(Teacher Network)

먼저, 정렬된 SAR 및 EO 쌍   XSAR  XEO과 

정답 분할 레이블 을 이용하여 인코더-디코더 기

반 교사 네트워크를 학습한다.  및 는 개별

적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16채널의 표현자로 변환

된 다음 채널 방향으로 연접(Concatenation)하여 32

채널로 교사 네트워크의 인코더 ( )로 전달된다.

인코더에서 추출된 512채널의 잠재 특징 벡터 

   는 교사 네트워크의 디코더 (  )에

입력되고 최종적으로 건물 분할 확률 맵 

  

를 출력하게 된다. 손실함수는 식 (2)의 분할 목적 

함수 
 를 적용한다. 교사 네트워크의 학습이 끝나

면 교사 네트워크의 학습된 가중치를 고정시킨 후 

Fig. 2. Proposed PKD-DU-Net architecture with ResNet-50 back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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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네트워크를 학습한다.

3.2.2 학생 네트워크(Student Network)

학생 네트워크는 단일 EO 영상 을 입력으로 

받아 교사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건물을 정확하게 

분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 네트워크의 구조는 

교사 네트워크의 구조와 입력 레이어를 제외하고 동

일하다. 학생 네트워크의 인코더  는 를 입력받

아 512채널의 잠재 표현자    를 추출한 

뒤 디코더  로부터 건물 분할 확률 맵   

을 출력한다. 학생 네트워크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식 2]의 분할 목적 함수 
 와 더불어 지식 증류 

손실 함수 
 및 쿨백-라이블러(KL) 발산 손실 함

수 
 의 세 가지 손실 함수를 사용했다.

분할 손실 함수 (
 )는 학생네트워크의 출력 



을 하드 레이블로 구성된 정답 영상과 같아지도록 

유도한다.


 


  



 



 (5)

지식 증류 목적 함수(Knowledge Distillation

Loss, 
 )는 학생 네트워크의 출력 


가 교사 네트

워크의 출력 

와 유사하도록 유도한다. 기본적인 

손실함수의 구성은 식 (5)와 유사하지만, 교사 네트

워크의 출력 

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며, 하드 레

이블인 보다 부드러운 형태의 소프트 확률 레이블

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소프트 레이블은 정답 픽

셀 주변에서 정답 방향으로 힌트를 제공함으로써 학

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6)

마지막으로 쿨백-라이블러 발산 손실함수(Kull-

back-Leibler Divergence Loss [9], )는 학생 네

트워크의 인코더가 출력한 잠재 특징 벡터 가 교사 

네트워크의 인코더가 출력한 잠재 특징 벡터 와 

같은 확률분포를 가지도록 학습한다. 이를 통해 특권 

지식으로 추론한 표현자 와 제한된 지식으로 추론

한 표현자 가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게 되므로 학

생 네트워크는 특권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 log (7)

요약하자면, 최종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

 
   (8)

여기서 와 는 각 목적 함수의 균형을 조절하는 

매개변수이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실험 환경의 구성

본 논문의 구현 및 실험은 Pytorch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며 2개의 NVIDIA A6000 GPU에서 실험

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셋은 SpaceNet-6 Dataset

[13]을 사용하였는데, 정렬된 3,401개의 4채널 RGB-

IR 영상과 SAR 영상 쌍으로 구성되었다. 훈련 데이

터를 증강하기 위해 512X512 Random Crop, Ran-

dom Flip, Random Brightness, Speckle Noise를 적

용하였다. Baseline Network는 U-Net[3], Bac-

kbone 네트워크는 Resnet-50[14]을 사용하였다. 목

적 함수의 최적화를 위해     의 Adam
Optimizer를 사용하였고 Learning rate는 10-3으로 

사용하였다. 훈련 시 배치의 크기는 200으로 사용하

였으며 이는 각 실험에 대하여 GPU를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훈련데이터는 5-

fold 교차 검증법(Cross Validation)을 적용하여 

2,721개의 훈련데이터와 680개의 검증데이터로 구성

하였다.

4.2 측정 척도

네트워크의 영상 분할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F1 점수 [15]와 자카드 지수(mIoU, Mean Intersec-

tion over Union) 를 사용하였다. mIoU는 예측에 대

한 정답 라벨과의 IoU 평균을 나타내며 건물 Foot-

print 클래스, Edge 클래스와 전체 클래스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9)

F1 점수는 정밀도(Precision)와 재현률(recall) 의 

조화 평균이다.

  ×
×

(10)

한편, 정답 영상을 건물의 면적(Building Foot-

print)과 건물의 경계(Building Edge) 범주로 나누어 

이를 각각 분할하는 2-class 영상 분할 문제로 정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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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결과

Table 1. Quantitative Experimental Results.

모  델
mIoU

F1
Footprint Edge All

FPN[2] 0.7344 0.2741 0.6054 0.7542

U-Net[3] 0.7396 0.3178 0.6188 0.7645

PSPNet[4] 0.6787 0.0734 0.5405 0.7017

DeepLab[5] 0.7229 0.1931 0.5808 0.7347

제안한 방법 0.7404 0.3660 0.6391 0.7785

4.4 실험 결과 및 분석

Table 1은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기존 단일 영상을 

사용한 알고리즘들과 4가지 척도에 대하여 정량적 

비교를 하였다. 정량적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

즘이 기존 알고리즘보다 더욱 좋은 성능을 보였다.

특히 픽셀 단위의 지역적 유사도인 자카드 점수와 

전역적 유사도인 F1 점수 모두 고르게 향상된 결과

를 보여주었다. 주목할 점은 건물의 면적(Building

Footprint)와 경계(Building Edge)에 대한 성능이 모

두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건물 경계의 경우 

Baseline인 U-Net에 비하여 +0.0482 (15.16%) 의 두

드러진 성능 향상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가 제안한 

Deformable Module이 형태가 좁은 빌딩의 경계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g. 3은 제안하는 방법과 비교 알고리즘의 건물 

면적에 대한 정성적 추론 결과를 비교하였다. 제안하

는 방법은 비교 알고리즘이 탐지하지 못한 작은 건물

을 성공적으로 탐지하거나 좁은 공간에 몰려있는 건

물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re-

ceptive field가 좁은 얕은 레이어에서는 픽셀 레벨에

서, receptive field가 넓은 깊은 레이어에서는 의미론

적 레벨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적응적으로 취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정성적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제안

한 Deformable Module이 작은 건물을 더욱 잘 분할

함을 볼 수 있었고 또한, 기존 U-Net 대비 3.2%의 

mIoU 성능 향상이 있었다.

Table 2는 각 손실함수를 제거해가며 우리가 제안

한 방법이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였다. 첫 

번째 행은 지식증류를 하지 않고 
 만을 적용한 

Baseline U-Net의 결과이다. 이에 지식증류에 관련

된 손실함수인 와 를 각각 더해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실험 결과 우리가 제안한 손실함수 모

두 효과적으로 성능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었으며 두 

Fig. 3. Qualitative results of the Building segmentation.

Table 2. Quantitative results of Ablation Study.


   mIoU (all) F1

√ - - 0.6188 (Baseline) 0.7645 (Baseline)

√ - √ 0.6210 (+0.36%) 0.7685 (+0.52%)

√ √ - 0.6324 (+2.19%) 0.7714 (+0.90%)

√ √ √ 0.6391 (+3.28%) 0.7785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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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손실함수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성능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제안한 방법이 

효과적으로 성능을 개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5. 결  론

최근 딥러닝을 이용한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이를 적용하여 위성 영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에서 건물을 분할 때 널리 

쓰이는 EO 영상을 입력으로 받아 건물을 분할하는 

학생 네트워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렬된 EO 영상과 SAR 영

상으로 학습하는 교사 네트워크와 EO 영상만을 이

용하는 학생 네트워크를 정의하여 교사 네트워크로

부터 학생 네트워크로 지식을 증류하는 특권지식증

류(Privileged Knowledge Distillation) 기법을 소개

하였다. 한편, 변형 가능한 컨볼루션(Deformable

Convolution)을 적용하여 영상의 잡음에 더욱 강인

하고 작은 건물과 같이 어려운 샘플에 대하여 탐지 

성능을 높인 영상 분할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는 우리가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알고리즘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증명하였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은 U-Net 뿐만 아니

라 다양한 영상 분할 네트워크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범용적인 학습 프레임워크로써 적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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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현재 연세대학교 전

기전자공학과 석박사 통

합과정

관심분야 : 컴퓨터비전, 인공지능, 영상 생성, 영상 분할,
위성영상

최 병 인

2006년～현재 한화시스템

(Hanwha Systems)
관심분야 : 영상처리, 물체 탐지 

추적, 머신러닝, 딥러닝

이 태 영

2015년～2019년 한국과학기술연

구원(KIST) 내 실감교류

인체감응솔루션 연구단

2019년～현재 한화시스템

(Hanwha Systems)
관심분야 : 영상처리, 초해상도 복원,

물체 탐지 추적, 기계 학습

안 종 식

2017년～2020년 에이치비테크놀

러지

2021년～현재 한화시스템

(Hanwha Systems)
관심분야 : 영상처리, 물체 탐지 

추적, 기계학습, 딥러닝 

학습방법론

손 광 훈

1983년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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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