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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간의 눈과 같이 이미지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은 인공지능 컴퓨터 구현에 필수적인 인터페이스 기술

이다. 이미지에서 건물을 인식하여 추론하는 기술은 다양한 형태의 건물 외관, 계절에 따른 주변 잡음 이미지의 변화, 
각도 및 거리에 따른 왜곡 등으로 다른 이미지 인식 기술 보다 인식률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제시된 컴퓨터 비전

(Computer Vision) 기반의 건물 인식 알고리즘들은 건물 특성을 수작업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분별력과 확장성에 한계

가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이미지 인식에 유용한 딥러닝의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모델을 활용하는데 건

물 외관에 나타나는 변화, 즉 계절, 조도, 각도 및 원근에 의해 떨어지는 인식률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건물 전체 이미지와 함께 건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 이미지들, 즉 창문이나 벽재 이미지의 데이터 세트를 함께 학습

시키고 건물 인식에 활용함으로써 일반 CNN 모델 보다 건물 인식률을 약 14% 향상됨을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ABSTRACT

The ability to extract useful information from an image, such as the human eye, is an interface technology essential 
for AI computer implementation. The building recognition technology has a lower recognition rate than other image 
recognition technologies due to the various building shapes, the ambient noise images according to the season, and the 
distortion by angle and distance. The computer vision based building recognition algorithms presented so far has 
limitations in discernment and expandability due to manual definition of building characteristics. This paper introduces the 
deep learning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model, and proposes new method to improve the recognition rate 
even by changes of building images caused by season, illumination, angle and perspective. This paper introduces the 
partial images that characterize the building, such as windows or wall images, and executes the training with whole 
building imag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building recognition rate is improved by about 14% compared to the 
general C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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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건물 인식(Building Recognition)은 여러 건물 이미지

들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서로 다른 건물들을 구

별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의미한다. 건물 인식은 여러 

가지 분야에 응용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 건물

을 인식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증강현실이나 실

시간 모바일 장치 기반 내비게이션 또는 무인 지능형 로

봇, 3D 기반 도시 재건 등이 있다 (그림 1). 특히 무인 지

능형 로봇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길 안내 가이드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로봇이 안내할 때 도시 환경에서 GPS 
정보만을 활용한다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목표 건물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GPS 정보는 현

재의 위치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상 기반의 건

물 인식 기술을 활용하면 위치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

에서도 주변 환경을 인지하면서 목적지에 접근하는 것

이 가능하다.
기존 전통적인 영상 처리 기반의 건물 인식 방법은 경

험적, 실험적 임계치 설정으로 인해 유사 건물들을 혼동

할 수 있다 [1-4]. 특히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건물 주변

의 환경이 변화되면 알고리즘이 의도대로 정확하게 동

작하지 않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적용

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한 건물 인식 방법

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특히 영상 인식에 특화된 지도학

습 모델 중 하나인 CNN을 활용해서 대학 캠퍼스 내의 

건물들을 학습하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Fig. 1 Different Applications of Building Recognition

Ⅱ. 관련 연구

2.1. 딥러닝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특정한 한 분야로서 연속된 층

에서 점진적으로 의미 있는 이미지 객체를 추출하는 방

식으로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학습하여 임계치

를 설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간단한 구조로는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잡한 구조로는 수십 개의 층

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딥러닝은 정보가 

연속된 필터를 통과하면서 순도 높게 정제되는 다단계 

정보 추출 작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기술적으로는 

영상 데이터의 복합적인 특징들의 표현을 다단계로 학

습하기 위한 구조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딥 러닝의 

구조를 인간의 시각적 정보로 표현하기 위해서 변형된 

모델 중 CNN이 현재 영상인식에서는 탁월한 성능을 보

인다 [5].
CNN은 1989년 얀 리쿤 교수가 손글씨 문자 인식을 

위해 제안한 딥러닝 기술로서, 인간의 시신경 구조가 정

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모델이다[6]. 
그림 2와 같이 콘볼루션 계층(Convolutional Layer), 풀
링 계층(Pooling Layer), 분류 계층(Classification Layer)
으로 구성된다. 이미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특징을 추

출하기 위한 콘볼루션을 수행하며, 영상에서 이동과 변

형에 무관한 학습 결과를 보이기 위해 풀링을 반복한다. 
이 과정을 수행하면서 지역적인 특징으로부터 전역적

인 특징을 얻게 된다. CNN에서 성능을 강화할 방법으

로 레이어 수를 늘리면 더욱 더 세밀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에 추론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이는 데이터 

세트가 충분한 경우에 가능하다. 아무리 네트워크 구조

가 좋아도 데이터 세트가 충분하지 않다면 좋은 학습 효

과를 얻기가 어렵다. 

Fig. 2 Typical CNN Network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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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상 기반 건물 인식의 기존 방법

현재까지 개발된 영상 인식 기반의 건물 인식 시스템

들은 관련 논문에 따르면 2013년에 Jing Li가 저술한 

‘Building Recognition Using Local Oriented Features’
에는 영상의 픽셀값을 히스토그램 분포도를 통해 컬러

의 특징들을 추출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데이터를 

비교하고 근삿값을 통해 건물을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7]. 이 방법의 경우 구현이 간단하지만 모든 픽

셀에 대해 각각 히스토그램을 구하고 비교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빛의 변화, 
거리, 각도 등 주변 환경에 의해 오인식 할 확률이 높아

지기에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Nicolas Hascoet가 2017년 저술한 논문 ‘Building 

Recognition with Adaptive Interest Point Selection’에서

는 다양한 각도 또는 거리에 따라 변화되는 건물 이미지

에서 불변하는 특징점을 이용하고 기계 학습 기술로 학

습하는 방법을 통해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8]. 이러한 특징점을 활용한 매칭 알고리즘으로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BoW(Bag of Words)
의 영상 처리 분야의 알고리즘과 SVM(Support Vector 
machine)과 같이 기계 학습의 분야 중 하나로 패턴인식

을 위한 지도 학습 모델을 결합하여 제안하였다 [9-10]. 
이 알고리즘의 경우도 사람이 직접 건물의 특성을 파악

하고 특징점 패턴의 규칙을 찾아내어야 하는 단점이 있

다. 딥러닝은 학습 데이터로부터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특징점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학습 능력을 가지므로 위

와 같은 전통적인 영상처리 알고리즘의 한계점을 극복

할 수 있다. 딥러닝 기반 건물 인식 연구로서 Jeanfranco 
D. Farfan-Escobed가 2017년 저술한 ‘Towards Accurate 
Building Recognition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논문 [11]에서는 전통적인 영상처리 알고리즘에 SVM 
알고리즘과 이와 유사한 RF(Random Forest) [12] 기계

학습이 결합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비교하여 딥러닝 

CNN 모델인 Inception-V3 [13]로 건물 인식률을 비교

하는 실험을 통해 딥러닝이 건물인식에서 더 우수함을 

표 1과 같이 증명하였다. 이 논문에 사용된 건물 이미지

들은 대부분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미지들, 즉 잡

음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 적용한다면 인식

률이 더욱 낮아질 것이다. 

Methods Mean Accuracy

BOW –SIFT + RF 68.90

BOW –SIFT + SVM 81.14

BOW –SURF + RF 71.26

BOW –SURF + SVM 80.84

Inception-V3 + RF 88.64

Inception-V3 + SVM 94.58

Inception-V3 + NN 94.36

Table. 1 Experiments comparsion comparison ratio 
between image processing algorithm and deep learning

Ⅲ. CNN을 활용한 건물 인식 방법

기존의 영상 처리 방법은 히스토그램의 유사성을 의

미하는 임계값을 사용하므로 실제 환경에서 오인식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사람이 직접 건물의 특징점을 찾아 

지정해야 하므로 건물의 모든 특징점을 반영하지 못하

는 한계가 있다. 딥러닝은 학습 데이터를 CNN 알고리

즘에 입력하여 건물의 특징점을 자동 추론하므로 전통

적인 영상처리 알고리즘의 한계를 극복했지만, 건물 이

미지는 시간과 계절에 따라 외부 환경 요인이 변화되므

로 학습 데이터가 모든 경우를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환경 변화에 강인한 건물의 특징 이미지를 데

이터 세트로 구성하여 딥러닝 CNN 알고리즘으로 학습

시키고 인식된 특징점들의 조합으로 건물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1. 학습 데이터 세트의 구축

대학 캠퍼스 내 10개 건물을 대상으로 각 건물당 400
장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여 총 4,000장의 이미지 데이

터를 수집하였고 GPU 고속 연산을 이용하여 총 45,000
번의 학습을 진행하였다. 2,500장의 건물 이미지는 학습 

데이터 세트(Training Data Set)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검증 데이터 세트(Validation Data Set)로 학습하였다. 
특히 본 논문의 방법은 기존의 건물 이미지에서 특징점

을 포함한 부분 이미지를 별도의 이미지로 추출하여 학

습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 보다 약 10배의 이미지를 더 

많이 처리한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이미지를 일부인데 동

일한 건물을 왼쪽 그림은 여름에, 오른쪽 그림은 겨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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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였다. 이처럼 동일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

경에 의해 건물 이미지가 간섭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검증 데이터 세트를 통해 학습을 

진행해야 실제 환경에서 건물 인식을 진행할 때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건물 이미지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Fig. 3 Various Environmental Interference in Building 
Images

3.2. 건물 인식을 위한 CNN 구성

CNN 기반 물체 인식 및 검출 알고리즘 중 R-CNN 
(Region-based CNN)은 객체가 존재할 수 있는 부분 이

미지 영역을 추정하여 객체 후보군을 찾아 제안하는 방

식이기 때문에 R-CNN은 속도가 매우 느려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14]. 
반면, YOLO(You Only Look Once) 방식은 R-CNN 

방식에서 후보군을 찾는 복잡한 처리 과정으로 인해 속

도가 느려지고 최적화가 어려운 단점을 개선한 방식이

다 [15]. YOLO는 물체 인식 및 검출 처리 과정이 단순

하여 속도가 매우 빠르며, 이미지 전체를 바라보는 방식

이기 때문에 클래스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높지만 작은 

객체 이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은 단

점을 가진다. YOLO 방식은 기본적으로 GoogLeNet 모
델을 약간 변형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며 총 24개의 콘

볼루션 계층과 2개의 완전 연결 계층들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림 4). 
본 연구에서는 건물 이미지의 특징점을 별도의 이미

지로 추출하여 학습하므로 매우 많은 양의 이미지를 빠

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R-CNN 알고리즘 보다 속도가 

개선된 YOLO 알고리즘을 선택하였다.

Fig. 4 GoogLeNet CNN based YOLO Network Architecture

3.3. 건물 인식을 위한 CNN 학습

CNN 학습은 그림 5와 같이 전방향과 역방향 전파로 

이루어진다. 전방향 전파는 훈련 데이터의 가중치 매개

변수를 통해 건물 이미지를 추론하여 분류하는 과정이

고, 역방향 전파는 최종 정답과 입력되는 실제 이미지 

간에 오차가 최소화 되도록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계산

하여 결정하는 과정이다. 딥러닝은 전방향 전파를 통해 

추론하고 역방향 전파를 통해 틀린 부분을 다시 업데이

트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

Fig. 5 CNN Training by Softmax Function

CNN 학습에서 사용되는 출력층 함수 소프트맥스는 

수식 1과 같다.

 


  



exp  

exp   (1)

소프트맥스의 함수의 y는 출력층을 의미하며, exp (x)

는 를 뜻하는 지수함수이다. n은 출력층의 뉴런 수, yk
는 그 중에서도 k번째 뉴런의 출력임을 뜻한다. 식 1과 

같이 소프트맥스 함수의 분자는 입력신호 ak의 지수 함

수, 분모는 모든 입력 신호의 지수 함수의 합으로 구성

된다. 소프트맥스 함수의 출력은 0에서 1.0 사이의 실수

이며 이 함수를 이용함으로써 건물 인식의 문제의 분류

를 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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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물 인식 추론의 문제점

학습과 검증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체육관 건물을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을 진행하였다. 주변 환경의 변화

가 고려된 실제 테스트를 위하여 촬영 시간과 각도, 계
절을 달리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건물 전체 이미지

로 학습된 CNN으로 추론을 진행한 결과 그림 6의 왼쪽 

그림과 같이 외부 장애물 요소가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 

체육관을 인식하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등이나 

나무가 건물을 많이 가리는 경우에는 체육관을 인식하

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다. 

Fig. 6 Building Recognition with Entire Building Image

외부 장애물이 건물 이미지를 가리거나 시간이 지날

수록 건물이 낡아지면 인식률이 저하된다. 이 문제를 해

결하려면 주기적으로 건물 이미지를 갱신하여 CNN 학
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새로운 데이터 세트 구축 방법을 다음절에서 설

명한다.

3.5. 건물에 특화된 데이터 세트 구축

외부 장애물로 인해 건물 인식률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7과 같이 이미지를 잘라 데이터 세

트를 구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건물의 전체 이미지

로 학습하지 않고 건물의 조각난 이미지 중에 창문이나 

벽재와 같이 건물들을 구분하는 특징적인 이미지로 학

습한다. 이러한 이미지 세트는 건물 간의 차별성을 강조

하므로 인식률을 향상시킨다. 또 하나의 장점은 창문이

나 벽재의 반복성 때문에 학습되는 창문과 벽재 이미지

는 부분 이미지이지만 건물의 전체 이미지에서는 반복

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인식률을 향상시킨다.

Fig. 7 Training with Characteristic Partial Images

건물의 전체 이미지를 학습하면 외부적인 환경의 잡

음, 즉 건물을 가리는 나무나 현수막 등에 의해 건물 인

식률이 저하된다(그림 6). 반면, 그림 8과 같이 건물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부분 이미지로 학습하면 외부 잡음

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 건물 인식률이 향상된다. 

Fig. 8 Building Recognition with Characteristic Partial 
Building Images

3.6. CNN을 활용한 건물 인식 프로세스

본 논문은 CN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과 건물 인

식의 2단계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학습의 첫 단계는 

건물 전체 이미지를 그림 7과 같이 NxN의 부분 이미지

들로 나눈 후, 건물의 창문이나 벽재 같이 건물에 특화

된 부분 이미지들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한다. 이후 이미

지 라벨링을 진행하고 GPU 컴퓨팅의 빠른 연산으로 학

습을 진행한다. 
건물 인식 프로세스는 그림 9와 같이 진행된다. 사용

자는 원하는 건물의 이미지를 촬영하여 입력하면 학습

된 CNN 알고리즘이 인식한 건물의 명칭을 입력 영상에 

표시한다. 하지만 건물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부분 이미

지로 학습된 데이터 세트의 가중치를 CNN 알고리즘에 

로드하여 건물의 창문이나 벽재를 통해 다시 추론하여 

보상하는 방식으로 오인식된 건물을 다시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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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uilding Recognition Process

Ⅳ. 실험 및 결과 분석

실험은 본 논문이 제안한 방법을 일반적인 CNN 방법

과 비교하였는데 학습용 건물 이미지 세트로 CNN 모델

을 학습하였고, 본 논문의 인식 모델은 건물 이미지에서 

부분 이미지 세트를 추출하여 추가한 후 학습하고 동일

한 실제 이미지들로 각각의 인식률을 평가하였다. 학습 

데이터 세트 25,000장과 검증 데이터 세트 15,000장으

로 총 40,000장의 이미지를 45,000번 학습하였다. GPU 
내장 PC에서 약 50시간이 소요되었다. 오류 역방향 전

파 알고리즘, Softmax 함수를 이용하여 CNN 파라미터

들을 수정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진행한 결과 학습

이 반복적으로 진행될수록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답률

이 0%에 수렴하였다(그림 10).
실제 상황에서의 인식률 평가를 위하여 대학교 캠퍼

스 내 10개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이것들은 학습 데이터 세트와는 다른 실제 건물인식용 

이미지들이다. 인식률 성능 평가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

하기 위하여 다른 계절, 다양한 조도와 거리와 각도에서 

각 건물의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동영상 파일에서 건물

당 200개씩, 총 2,000장의 사진을 추출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Fig. 10 Trained CNN using Proposal Data Sets

표 2는 10개 대학 건물에 대한 인식률 통계인데 

'General' 열은 수집된 데이터 세트 그대로 딥러닝 CNN 
모델을 적용한 결과이고, 'Proposal' 행은 본 논문이 제안

한 부분 이미지 기반 건물 인식 방법을 적용한 인식률이

다. 일반 CNN 모델을 적용한 평균 인식률은 70.9% 인
데 반하여 본 논문의 부분 이미지 기반 건물 인식 방법

은 평균 인식률 84.6%로 건물 외부의 환경 변화에 더욱 

강인함을 증명하였다.

Table. 2 Experimental Performance Comparison Results

Campus
Building General Rate

(%) Proposal Rate
(%)

Venture A 128/200 64.0 159/200 79.5

Venture B 153/200 76.5 169/200 84.5

Chaple 102/200 51.0 152/200 76.0

Gym. 165/200 82.5 195/200 97.5

Library 150/200 75.0 174/200 87.5

Domitory A 120/200 60.0 190/200 95.0

Domitory B 180/200 90.0 178/200 89.0

Engineering 125/200 62.5 182/200 91.0

Science 145/200 72.5 148/200 74.0

Golf 150/200 75.0 145/200 72.5

Average 70.9 84.6

그림 11은 본 논문이 제안한 부분 이미지에 의해 인

식된 건물 이미지의 상황이다. 건물 일부가 가려지거나 

변형되어도 인식된 부분 이미지만으로 건물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인식률이 향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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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Building Recognition with Partial Image Data Sets

Ⅴ. 결  론

본 논문은 딥러닝 CNN 모델을 건물 인식에 적용하였

는데 건물 외관에 나타나는 변화, 즉 계절, 조도, 각도 및 

원근에 의해 떨어지는 인식률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방

법을 제안하였다. 건물 전체 이미지와 함께 건물의 특징

을 나타내는 부분 이미지들, 즉 창문이나 벽재 이미지를 

함께 학습시키고 건물 인식에 활용함으로써 이미지 잡

음에 더욱 강인한 건물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건물 

전체 이미지로 학습된 경우 주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인

식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반복적인 이

미지 패턴으로 학습시키는 본 논문의 방법이 건물 인식

률을 약 14% 향상시킴을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건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 이미지

를 수작업으로 건물 이미지에서 추출하였는데 건물의 

반복적인 패턴 이미지나 건물 자체의 공통적인 벽재 이

미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개발하

여 자동화하는 것이 가능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연구에서는 대학 내 10개 건물에만 적용하였는

데 복잡한 대도시에 적용할 경우는 GPS 데이터를 활용

함으로써 인식할 건물의 후보군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학습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실제 건물 인식에는 

최종 학습 된 파라미터 데이터만이 사용되므로 인터넷 

통신에 의한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동작한다면 

장소에 제약 없이 실시간 동작으로 구현하는 것도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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