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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컴퓨터 성능 및 기술의 발전으로 3D 공간정보 구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3D 공간정보는 건물, 도로 등의 요소로 이

루어져 있으며 주로 시설물관리, 도시관리, 도시환경관리 등

에 활용된다. 건물 3D 모델링 구축할 시 텍스처링 데이터에

가로수, 간판, 차량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건물의 텍스처가

가려지는폐색영역이발생한다. 폐색영역을빠르게처리하기

위해학습기반 폐색영역검출및복원기술이필요하며폐색

영역검출을위한학습데이터셋생성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주로 영상처리에 사용되는 학습기반 알고리즘은 CNN을

사용한다. CNN은일반적으로영상내의특징을추출하기위

한알고리즘이며, CNN에서 Residual Block 네트워크를추가

하여빠르고효율적인특징 추출처리가가능한 ResNet은 특

정 객체에 대해 탐지할 수 있는 최적의 알고리즘이다[1].

본 실험에서는 ResNet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차량,

간판, 도로표지판 학습 데이터셋을 생성하고 영상개수별 데

이터셋 테스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실험은폐색영역으로선정한차량, 간판, 도로표지판을

검출하기 위해 학습 영상을 수집하여 라벨링 데이터를 만들

고 학습영상과 라벨링 데이터셋으로 ResNet 기반학습데이

터셋을 구축하였다.

차량, 간판, 도로표지판의학습영상을수집하기위해객체

당 60, 120, 240, 600장의영상을구글스트리트뷰에서캡처하

였으며 총 4세트의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구분 영상 개수

학습 영상 개수 50 100 200 500
검증 영상 개수 5 10 20 50
테스트 영상 개수 5 10 20 50

합계 60 120 240 600

[표 1] 객체별 학습데이터셋 영상 개수

학습시키기위한데이터셋을생성하기위해선차적으로수

집한영상에서폐색영역으로해당하는객체의레이블을추가

하고 레이블에 해당되는 영역을 폴리곤 형태로 지정하여 주

석 파일을 생성해야한다. 데이터셋은 수집한 JPG 포맷의 영

상과 폴리곤 형태의 레이블링한 주석 내용으로 이루어진

JSON 포맷의 파일로 생성되며, 본 실험에서는 수집한 구글

스트리트뷰 영상에서 각각 차량, 간판, 도로표지판의 레이블

링과 객체별 형태로 직접 폴리곤 형태로 지정하여 데이터셋

을 생성하였다.

객체별 JPG영상과 JSON파일로구성된 데이터셋과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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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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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셋을 입력데이터로 사용하였고 검증 데이터셋은 데이

터셋을학습할 때마다학습데이터가오버피팅되는것을방

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ResNet 기반 객체별 학습데이터셋

을 생성하였다.

[그림 1] 객체별 레이블링 데이터셋 구축 (a) 차량 레이블링
데이터셋 구축, (b) 간판 레이블링 데이터셋 구축, (c) 

도로표지판 레이블링 데이터셋 구축

[그림 2] 객체별 학습데이터셋 구축

3. 연구내용 및 분석

실험결과, 차량, 간판, 도로표지판학습데이터셋 모두영상

개수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도로표지판의 경우 0.97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났으

며 이는 도로표지판의 색상 및 형태가 정형화되어있어 학습

률이일정한수준으로높게나타나는특성을확인할수있었

다. 간판의경우가장낮은정확도를도출하였는데간판의특

성상여러색상과다양한크기의형태로인해보여지며, 차량

의 경우 색상은 다양하지만 정형화된 형태로 간판보다 일정

수준의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학습 데이터셋 객체별 정확도

4. 결론
영상 개수별 폐색영역 학습 데이터셋 구축 정확도를 알아

보고자차량, 간판, 도료표지판대상으로학습데이터셋을구

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학습 영상이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높아졌으며정형화된객체일수록정확한학습데이터셋을구

축할수있는것을확인하였다. 이는건물 3D 모델링텍스처

에 발생하는 폐색영역을 처리하기 위해 ResNe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수많은 학습 영상을 수집이 필요하고 정형화된 객

체뿐만아니라비정형객체의학습데이터셋을구축하여다양

한 학습데이터셋 구축 연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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