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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광학 위성 영상 기반 선박탐지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딥러닝 초해상화 기술의 영향 분석

박성욱 1)·김영호 1)·김민식 2)†

Impact Analysis of Deep Learning Super-resolution Technology for Improving 
the Accuracy of Ship Detection Based on Optical Satellite Imagery

Seongwook Park 1)·Yeongho Kim 1)·Minsik Kim 2)†

Abstract: When a satellite image has low spatial resolution, it is difficult to detect small objects. In
this research, we aim to check the effect of super resolution on object detection. Super resolution is a
software method that increases the resolution of an image. Unpaired super resolution network is used to
improve Sentinel-2’s spatial resolution from 10 m to 3.2 m. Faster-RCNN, RetinaNet, FCOS, and S2ANet
were used to detect vessels in the Sentinel-2 images. We experimented the change in vessel detection
performance when super resolution is applied. As a result, the Average Precision (AP) improved by at
least 12.3% and up to 33.3% in the ship detection models trained with the super-resolution image. False
positive and false negative cases also decreased. This implies that super resolution can be an important
pre-processing step in object detection, and it is expected to greatl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accuracy
of other image-based deep learning technologies along with object detection.
Key Words: Ship detection, Super-resolution, Sentinel-2, Remote sensing, Deep learning

요약: 광학위성영상의공간해상도가낮게되면크기가작은객체들의경우객체탐지의어려움이따른다. 따

라서본연구에서는위성영상의공간해상도를향상시키는초해상화(Super-resolution) 기술이객체탐지정확

도향상에대한영향이유의미한지알아보고자하였다. 쌍을이루지않는(unpaired) 초해상화알고리즘을이용

하여 Sentinel-2 영상의공간해상도를 3.2 m로향상시켰으며, 객체탐지모델인 Faster-RCNN, RetinaNet, FCOS,

S2ANet을활용하여초해상화적용유무에따른선박탐지정확도변화를확인했다. 그결과선박탐지모델의

성능평가에서초해상화가적용된영상으로학습된선박탐지모델들에서Average Precision (AP)가최소 12.3%,

최대 33.3%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초해상화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에 비해 미탐지 및 과탐지가 줄어듦을 보

였다. 이는초해상화기술이객체탐지에서중요한전처리단계가될수있다는것을의미하고, 객체탐지와더

불어영상기반의다른딥러닝기술의정확도향상에도크게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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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격탐사분야에서광학영상을활용해선박객체를

식별하는 기술은 해양 모니터링, 해양 오염 탐지, 해양

교통관리등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Yang et al., 2018).

해양교통량이증가함에따라세계각국연안해역의선

박유동량이증가하였고, 이로인한선박사고, 기름유

출 등 해양 선박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Stofa et al., 2020; Bo et al., 2021). 해양모니터링의경우

지리적으로접근이힘들고관측해야하는영역또한넓

기 때문에, 광역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고

접근이 힘든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인공 위성을 활용

하는것은매우효과적이라볼수있다. 또한최근원격

탐사 분야에서 객체 탐지(Object detection), 변화 탐지

(Change detection) 등 딥러닝 기술에 위성 영상을 활용

할 수 있는 분야가 증가하는 추세이다(Bo et al., 2021;

Bose et al., 2022).

최근까지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객체탐지연

구는계속해서진행되어져왔으며, 높은수준의성능을

보여주고 있다(Shermeyer and Van Etten, 2019; Xie et al.,

2022; Li et al., 2020; Bo et al., 2021; Bose et al., 2022). 이러

한연구결과들을바탕으로다양한연구가진행되고있

으나, 광학 위성 영상을 활용하여 모든 선박의 위치를

정확히찾아내는것은여전히도전적인과제다. 특히영

상 내에서 크기가 작은 소형 선박의 경우, 영상의 공간

해상도가 낮을 수록 객체를 표현하는 픽셀(pixel)의 수

가 적고, 높은 수준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박을

식별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Shermeyer and Van

Etten, 2019; Xie et al., 2022; Li et al., 2020; Bo et al., 2021).

또한공간해상도가높은영상을사용한다면객체탐지

의정확도가향상되는이점이있지만, 이러한영상들을

획득하여대용량의학습자료를구축하는것은비용적

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He et al.,

2021a). 이러한이유로최근저해상도영상을고해상도

영상으로 향상시키는 초해상화 기술(Super Resolution,

SR)을 적용하여 객체 탐지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연구

들이진행되고있다(Cai et al., 2016; He et al., 2021b; Xie et

al., 2022).

초해상화란저해상도영상의특징을학습시켜고해

상도의영상을만드는영상처리기술이다. 최근딥러닝

기반초해상화알고리즘(algorithm)들에대한연구들이

활발히진행되고있으며, 많은연구들에서소형선박의

특징을식별하지못했던문제를보완하고객체탐지정

확도를향상시킨바있다(Xie et al., 2022). Cao et al. (2016)

은 차량 객체 탐지 모델을 항공 사진으로 학습을 시킨

뒤위성영상기반모델에전이학습(transfer-learning)하

여공간해상도가높아질수록객체탐지의성능이향상

되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He et al. (2021b)은 Faster-

RCNN모델과 SR영상을활용하여 IoU 0.5 , 0.7 기준에

서의 평균 정확도(mean average precision) mAP%50과

mAP%75에서기존모델에비해탐지정확도가향상됨

을 보여주었고, Shermeyer and Van Etten (2019)은 Very

Deep Super-Resolution (VDSR)을통해영상을초해상화

한 후 객체 탐지 모델 You Only Look Twice (YOLT)와

Single shotMultiBoxDetector (SSD)을통해 30 cm, 60 cm,

120 cm, 240 cm, 480 cm의 각 해상도 영상 내의 객체를

탐지하였으며, 원본 해상도에 비해 SR영상을 사용할

시mAP가증가하는결과를보여주었다. He et al. (2021a)

은자체적으로고안한 SR모듈과 SSD객체탐지모델을

결합한 ShipSRDet를 제안하였으며, 두 모듈을 결합하

였기에병렬처리에소요되는시간이증가하는단점이

있었지만, 탐지정확도가향상되는것을확인하였다. 이

처럼 SR은 객체 탐지 성능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수있고, 객체탐지의전처리작업으로 SR이중요한

역할을한다는것을시사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

러한초해상화기술이객체탐지정확도에대한영향을

정량적으로확인하고, 초해상화의유무에따른객체탐

지결과를비교해보고자한다.

기존선행된연구들은공간해상도가높은영상을사

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 본연구에서는초해상화

의효과를더명확하게확인하기위해상대적으로공간

해상도가낮은 Sentinel-2 위성영상을활용해데이터를

구축하였다. Sentinel-2 영상의 10 m공간해상도를초해

상화기술을통해약 3배향상시키고, 이를객체탐지모

델의학습에활용하여초해상화를적용하지않은 non-

SR모델(10 m)과 SR모델(3.2 m)의객체탐지성능을비

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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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지역 및 자료

선박 탐지를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위성 영상은

유럽항공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에서 제

공하는 Sentinel-2 Multispectral Instrument (MSI) 센서

로부터 획득된 영상이다. Sentinel-2는 2A호와 2B호가

동시에 임무를 수행중인 위성으로 재방문주기는 5일

이다. Sentinel-2 MSI는 13개의분광밴드로이루어져있

으며, 가시광선및근적외선밴드의공간해상도는 10 m

이다(Table 1).

영상 수집 지역은 Fig. 1과 같이 세계 컨테이너 항만

들중상위권내에있는부산,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홍콩지역의항구와연안해역을중심으로수집하였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영상중구름의영향이거의

없는청천일영상들을위주로수집하였다. 수집된영상

의총개수는 40장이며, 1024×1024 크기의패치단위로

영상을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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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tral bands of Sentinel-2 MSI

Spectral band Central wavelength
(μm)

Spatial resolution
(m)

Coastal 0.443 60
Blue 0.490 10

Green 0.560 10
Red 0.665 10

Red edge
0.705 20
0.740 20
0.783 20

Near infrared
0.842 10
0.865 20
0.945 60

Shortwave
infrared

1.375 60
1.610 20
2.190 20

Fig. 1.  Sentienl-2 images for each city: (a) Singapore (2019-05-06), (b) Los Angeles (2021-09-20), (c) Hong-Kong (2022-
04-04), (d) Busan (2019-04-20).



3. 연구 방법

1) 객체 탐지용 학습 데이터 처리 및 구축

Sentinel-2 영상의 경우 무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위

성 영상 중 공간해상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10 m의

공간해상도라도 중·대형 선박을 확실히 식별하는 데

에 어려움을 가지며, 이보다 더 작은 선박의 경우에는

식별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Shermeyer and Van Etten, 2019). 이처럼선박탐지모델

의 학습에 필요한 정답 데이터셋 구축 시 Fig. 2와 같이

선박의 이동 속도가 높아 후류(wake)가 길게 나타나거

나픽셀 1~2개정도의크기의선박등선박객체로판별

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게 되며, 이는 탐지 모델의 학

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박 클래스(class)에서 제

외하였다.

수집된영상들에대해라벨링(Labeling) 작업을수행

하였고, 라벨링 자료의 클래스는 선박(ship) 한 종류로

통일하였으며, 클래스내에는이동중인선박혹은정박

되어있는선박등육안으로판별이가능한선박들을라

벨링하였다. 또한선박특징학습및검출의오류를줄

이고, 선박이 밀집되어 있는 항구 부근 혹은 연안 해역

에서의 검출률을 높이기 위해 Fig. 3와 같이 회전 바운

딩박스(Rotated bounding boxes)를사용하여선박객체

의 방향과 각도를 고려한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Yang et al., 2018; Li et al., 2020).

전체 데이터셋에서 학습 및 검증 데이터는 7:3 비율

로구축하여사용하였고, 테스트에사용한영상으로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Rotterdam) 항구 부근 영상을 사

용하여선박탐지결과를비교하였다.

2) 초해상화용 학습 데이터 처리 및 구축

본연구에서사용되는초해상화신경망을훈련시키

기 위해서 10 m해상도를 가진 Sentinel-2 영상 10장과

3.2 m해상도를가진미국Maxar社의 Ikonos위성영상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8, No.5-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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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ample images of the Rotated Bounding Boxes labeling results (Sentinel-2 / Busan).

Fig. 2.  Example images excluded from ‘ship’ class in this study.



10장을 구축하였고, 초해상화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

전체데이터셋중 30%는검증에사용하였다. 일반적으

로신경망훈련시, 과적합(overfitting)을방지하기위해

서데이터증강(data augmentation)을수행하게된다. 영

상처리분야에서데이터증강방법이여러가지존재하

지만, 초해상화신경망을위한데이터증강법은비현실

적인패턴이나정보의훼손을지양해야한다(Yoo et al.,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증강법으로 임

의회전(random rotation)과임의뒤집기(random flip) 방

법만사용하였다(Fig. 4).

3) 초해상화 모델 학습 및 검증

본연구에서는Maeda (2020)의연구를참고하여쌍을

이루지않는학습자료를이용한초해상화신경망을사

용하였다(Fig. 5). 일반적인 딥러닝 기반 초해상화 방법

들은주로보간법(interpolation)을통해저해상도영상을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와 같은 방

법은영상의해상도가낮아초해상화에필요한고수준

의정보를얻지못하거나위성영상과같이복잡한픽셀

들의조합으로되어있을경우낮은성능을보여주었다.

하지만 Maeda (2020)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의한종류인CycleGAN을사

용하여초해상화신경망을훈련하였고, 해당신경망은

저해상도영상의노이즈제거및커널(kernel) 보정을한

후에초해상화가진행되도록설계되었다. 그결과기존

초해상화 방법론들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Maeda, 2020).

본연구의훈련에사용된저해상도, 고해상도영상의

개수는각각 1600장이며, 저해상도, 고해상도영상의크

기는각각 64×64, 192×192로잘라서사용하였다.

기존의초해상화연구에서는Peak Signal-to-NoiseRatio

(PSNR)와 Structural Similarity IndexMap (SSIM) 지표를통

해초해상화모델의성능및결과영상의품질을정량적

으로 평가한다(Yang et al., 2019; Lim et al., 2017). PSNR은

생성된결과영상의화질에대한손실정보를정량적으

로계산하며, 손실이적을수록높은값을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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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 of data augmentation (random rotation and flip) for super resolution dataset.

Fig. 5.  Example of super-resolution neural network training process using unpaired super resolution network.



PSNR = 10log                          (1)

MSE = || Yi – Xi ||2                       (2)

s는 영상에서 픽셀의 최대값을 의미하고, Mean Square

Error (MSE)는평균제곱오차를의미하며식(2)와같이

초해상화영상과원본영상의픽셀값차이를계산한다

(Bose et al., 2022).

SSIM은 PSNR과 다르게 수치상에서의 오차가 아닌

정성적 화질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로서,

SSIM값이높을수록원본영상의품질에가깝다는것을

의미한다(Wang et al., 2004). SSIM의인간의시각에서주

요내용으로인식하는휘도(luminance), 명암비(contrast),

구조(structure) 함수로구성되며, 각함수는식(3), 식(4),

식(5)와같다.

l(x, y) =                         (3)

c(x, y) =                         (4)

s(x, y) =                           (5)

μx, μy는 영상의 평균을 의미하고, σx, σy는 표준편차, σxy

는공분산을의미한다. 산출된휘도, 명암비, 구조의값

을 통해 SSIM 지수를 식(6)으로 계산한다(Wang et al.,

2004).

SSIM(x, y) = [l(x, y)]α · [c(x, y)]β · [s(x, y)]γ        (6)

초해상화 문제에서 PSNR과 SSIM의 값은 데이터셋

과초해상화배수(scale)에따라그값의범위가매우다

르다(Chen et al., 2022). Chen et al. (2021)에 따르면, 같은

Zero-Shot SR (ZSSR) 방법론을사용하더라도, 배수에따

라서 PSNR, SSIM값이 27.51/0.7925 (2배), 24.05/0.6550

(4배)로상이하다. 또한, DIV2KRK혹은 RealSR과같은

데이터셋에 따라서도 PSNR, SSIM값이 27.51/0.7925

(4배, DIV2KRK), 25.83/0.7434 (4배, RealSR)로 다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PSNR과 SSIM값을학습의수렴

여부를확인하는용도로사용하였다.

학습경과에따른오차(loss) 그래프와검증데이터셋

s2

MSE
1
n

n
∑
i=1

2ux uy + C1

μx
2 + μy

2 + C1

2σx σy + C1

σx
2 + σy

2 + C1

σxy + C3

σx σy +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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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ntinel-2 images used as training data for the ship detection model. Non-SR image (top), SR image (bottom).

Fig. 6.  Train loss, PSNR and SSIM graph during training progress.



을 이용한 PSNR과 SSIM의 변화 양상은 Fig. 6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해상화 모델의 PSNR과 SSIM은

각각 24.13 dB, 0.8106이며, Sentinel-2 원본 영상과 SR이

적용된 결과 영상은 Fig. 7과 같다. 10 m의 공간해상도

를약 3배향상시켰으며육안으로보았을때, 원본에비

해윤곽선및질감등이선명해지는것을볼수있고, 선

박의 경우 형태를 제대로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품질

이향상되는것을확인하였다.

4) 객체 탐지 모델 학습 및 검증

본연구에서는선박탐지및비교·검증을위한딥러닝

객체탐지모델로Faster-RCNN(Ren et al., 2015), RetinaNet

(Lin et al., 2017), Fully Convolutional One-Stage Object

Detection (FCOS) (Tian et al., 2019), Single-shot Alignment

Network (S2ANet) (Han et al., 2021)를 선정하였고 학습

을진행하였다.

본연구에서는위성영상을사용했기때문에영상내

에서 선박 객체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에 비해 다른 배

경들이 차지하는 영역이 훨씬 크다. 이는 학습 과정에

서 클래스 불균형(class-imbalance) 문제가 발생할 가능

성을높여학습효율성을감소시키고오탐지및미탐지

를할확률을증가시킨다(Lin et al., 2017). 선정된모델들

은 모두 객체 탐지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특히클래스불균형문제를해결할수있는모델들이다.

Two-stage detector인 Faster-RCNN은 Fast-RCNN모델

과추정영역을추출하는Region Proposal Network (RPN)

를결합하여제안된모델로서, 기존의후보영역추출에

사용되었던선택적검색(selective search) 알고리즘의병

목현상문제를 RPN을통해해결하고학습에사용되는

자원을줄여종단간(end-to-end) 학습을가능하게한모

델이다(Ren et al., 2015). 이처럼One-stage에서RPN을통

해객체로예상되는위치를 1차적으로필터링한후 2-

stage에서객체를탐지하기때문에One-stage detector에

비해불균형문제에안정적이다(Ren et al., 2015). 나머지

세 모델의 경우 One-stage detector의 대표적인 모델들

이다. RetinaNet의 경우 ResNet모델과 Feature Pyramid

Network (FPN)를결합하였고, Focal loss라는손실함수

(loss function)를 제안해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최소화

하였다. Focal loss는 쉽게 탐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중치를 낮게 부여하고, 탐지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가중치를높이는Weight-balancing기법중하나로알려

져 있다(Lin et al., 2017; Tian et al., 2019). FCOS는 다른

One-stage detector와는 다르게 픽셀 단위 예측을 통해

객체를 탐지하는 모델이다(Tian et al., 2019). Semantic

segmentation 분야에서 사용되는 Fully Convolutional

Network (FCN) 구조를 객체 탐지 분야에 접목시켰으

며, 객체의영역을추정하는앵커박스(anchor box)를제

거하는 대신 Multi-level prediction을 통해 작은 물체에

대한 탐지 성능을 증가시키고 연산을 단순화했다. 또

한객체의중심점을기준으로주변픽셀들의예측정확

도를향상시키는 Center-ness기법등을통해앵커박스

를 사용하지 않고도 높은 성능을 냈다(Tian et al., 2019).

S2ANet은 FPN구조에 Feature Alignment Module (FAM)

과 Oriented Detection Module (ODM)을 결합한 모델

이다. 두모듈을통해목표객체에대한앵커박스의정

확도를 높이고, 객체를 분류(classification)하는 정확도

와분류된객체의위치간의불일치문제를해결하여객

체탐지분야에서우수한성능을기록하였다.

모델의 학습은 SR을 적용하지 않은 데이터 셋(Non-

SR)과 SR을 적용한 데이터 셋(SR)을 따로 구축하여 수

행하였고, 각모델별학습에필요한파라미터는모두동

일하게 설정한 후 진행하였다. 객체 탐지 모델의 성능

평가는 F1-score및 Average Precision (AP)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AP는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recall)

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의 면적에 해당한다. 각 클래

스마다하나의 AP를가지며, 모든클래스의 AP를평균

을하게되면Mean Average Precision (mAP)를계산할수

있다. 본연구에서는선박클래스에대해서만탐지하였

기 때문에 AP값을 제시하였다. 정밀도와 재현율을 계

산하기위해서는오차행렬(confusion matrix) 값이필요

하며오차행렬은 Table 2와같이구성된다.

오차 행렬을 통해 정밀도, 재현율이 계산되며 이에

대한수식은식(6), (7)과같다(Padilla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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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fusion matrix for evaluation of model
Prediction

Positive Negative

Ground
Truth

Positive TP
(True Positive)

FN
(False Negative)

Negative FP
(False Positive)

TN
(True Negative)



Precision =                         (6)

Recall =                           (7)

위식을통해 AP는 Fig. 8과같이 precision-recall그래

프 상에서 붉은 점선 아래의 면적으로 계산이 되고, 이

값이 높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는

의미이다. 선박 탐지 정확도 평가 시 Intersection over

Union (IoU)의임계값을 0.5로설정하였으며, 이는실제

바운딩박스(ground truth bonding box, Bgt)와예측바운

딩박스(predict bounding box, Bp)가겹치는면적이 0.5가

넘지 않으면 선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IoU를계산하는수식은식(8)과같다(Padilla et al., 2020).

IoU =                         (8)

4. 연구 결과

본연구에서는Faster-RCNN, RetinaNet, FCOS, S2ANet

을 선박 탐지 모델로 활용하였으며 Non-SR모델과 SR

모델을 각각 구축하였다. 또한 Non-SR모델과 SR모델

의평가척도로 Recall, Precision, AP를선정하였고검증

결과는 Table 3, 4와같다.

Non-SR모델결과의경우 AP@0.5 기준 0.6–0.7의정

확도를나타냈고, SR영상을학습한모델의경우 0.85 내

외의정확도로Non-SR모델의결과에비해최소 12.3%,

최대 33.3% 향상된것을볼수있다. 특히RetinaNet의경

우에는 SR모델과의 Precision차이가매우큰것을확인

하였다. 이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박 클

래스에대한예측량이과도하게많아 Precision값이크

게감소한것으로예상되며, 영상의해상도가현재보다

낮을경우 RetinaNet의정확도가더감소할가능성이크

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능 평가 결과 10 m공간해상

도의 Sentinle-2 영상을초해상화하지않아도선박객체

를탐지할수는있으나, SR을적용한결과와높은성능

차이를보였다.

또한모델의탐지성능을육안으로확인하기위해학

습에사용되지않은네덜란드의로테르담항구부근영

상을테스트지역으로사용했으며, 다양한조건에서의

탐지성능을알아보기위해 Fig. 9, 10과같이테스트지

역을로테르담항구부근 4곳으로선정하였다.

Fig. 9(a)의경우연안에서벗어나해양에정박되어있

는 선박을 탐지한 결과이며, 이 경우 선박 객체 주변에

오탐지를유발할수있는픽셀값들이적으므로대부분

안정적으로예측하였다. 하지만Non-SR모델결과에서

FCOS와 RetinaNet의경우우측아래의소-중형크기의

선박을 탐지하지 못하였고, Faster-RCNN과 S2ANet는

선박의위치는제대로예측하였지만예측영역이제대

로 표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SR모델에서는 모두

선박의 위치를 제대로 예측하였으나, Faster-RCNN의

예측박스가제대로그려지지못했다는한계점이존재

했다. 이는 Faster-RCNN모델이선박의위치예측에는

문제가없지만, 객체의형태를예측하는부분에서길이,

넓이, 폭, 각도등을고려해야하는Rotated Bounding box

를 그리는 것에 오차가 높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

다는것으로해석되며, IoU임계치가현재보다높아지

TP
TP + FP

TP
TP + FN

area(Bp∩Bgt)
area(Bp∪B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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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recision-Recall Curve graph.

Table 3.  Evaluation results of Non-SR model
Non-SR Model Recall Precision AP
Faster-RCNN 0.713 0.530 0.648

RetinaNet 0.786 0.164 0.639
FCOS 0.827 0.486 0.727
S2ANet 0.854 0.359 0.764

Table 4.  Evaluation results of SR model
SR Model Recall Precision AP

Faster-RCNN-SR 0.913 0.766 0.864
RetinaNet-SR 0.932 0.551 0.844

FCOS-SR 0.935 0.663 0.867
S2ANet 0.920 0.675 0.858



면미탐지의수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Fig. 9(b)의 경우에는 이동중인 선박이 있어 후류와

선박 픽셀이 혼합되어 있는 선박이 존재한다. Non-SR

모델의경우후류가포함된선박을대부분예측하지못

하였지만, SR모델의경우모두예측하는것을볼수있

다. 후류 픽셀과 선박 픽셀이 혼합되면서 Non-SR모델

의 경우 선박의 특징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는 반면,

SR의경우에는초해상화를적용하면서선박형태의특

징표현하는픽셀의수가증가해검출률이높아진것으

로판단된다.

Fig. 10(a)의경우항구근처에정박해있는선박두대

를예측한결과로픽셀값이비슷한두선박이밀접하게

붙어있다. Non-SR의 경우 모든 모델에서 두 대의 선박

을한대로예측한반면, SR모델은모두두대의선박을

각각 구분하여 예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슷한

픽셀값의선박이밀접하게붙어있을경우영상의해상

도가낮을수록그사이의경계가모호해져위와같은결

과가나타나는것으로판단된다.

Fig. 10(b)의경우항구크레인에정박한선박을예측

한결과이며, 항구부근에적재되어있는컨테이너의픽

셀값과 선박의 픽셀값이 유사하다. 그 결과 Non-SR모

델에서는 미탐지 되는 선박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SR모델에서는모두예측이가능함을확인하였다. 또한

Non-SR, SR모델모두컨테이너화물을선박으로오탐

지하는경우는없는것으로확인하였다. 이처럼연구에

사용된 네 종류의 모델 모두 SR영상을 활용했을 때에

선박 탐지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SR영상을 활용한다면 Non-SR모델에서 발생하는 미

탐지및과탐지문제를보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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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ult image for each object detection model for (a) and (b) test areas.



5. 결론

본연구에서는초해상화가적용된영상으로학습시

킨 SR모델과적용하지않은 Non-SR모델을비교해초

해상화기술이객체탐지정확도향상에효과가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 Faster-RCNN, RetinaNet, FCOS,

S2ANet모델을 활용해 선박 탐지 모델을 구축하고, 초

해상화모델을통해 Sentinel-2 영상의공간해상도를향

상시켰으며, Non-SR모델과 SR모델간의비교를실시

하였다.

그 결과, 모델 성능 평가에서 SR모델 모두 Non-SR

모델에비해 AP@0.5가최소 12.3%, 최대 33.3% 성능이

향상되는것을확인하였다. 또한학습에포함되지않은

테스트영상을통해다양한조건하에서모델의탐지성

능을보고자하였고, Non-SR결과에비해 SR모델이전

체적으로오탐지및과탐지의비율이낮아졌음을확인

하였다. 이는영상의공간해상도가높아지면서선박객

체에대한픽셀의수가증가함에따라모델이학습할수

있는선박의특징이명확해져나타난결과로해석된다.

이처럼초해상화기술은객체탐지분야에있어서중요

한전처리기술이될수있으며, 객체탐지외에도영상

분할 및 분류 등 다양한 딥러닝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

을것으로판단된다.

향후다양한해상도의영상에초해상화기술을적용

하여 해상도별 객체 탐지 정확도 변화 및 다른 초해상

화모델들을적용하여초해상화모델의성능에따른객

체탐지의정확도변화에대한연구도가능할것으로보

인다. 또한 대용량의 영상 데이터 수집 및 정밀한 객체

탐지, 초해상화 모델 구축을 통해 이전보다 더 정확도

높은연구를진행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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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ult image for each object detection model for (a) and (b) test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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