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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모바일 매핑 시스템(Mobile Mapping System: MMS) 센서를 이용한 3차원 정밀지도의 구축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이다. 본 논문은 MMS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센서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군자료를 이용하여 도로주변의 3차원 객체 추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우선, MMS LiDAR 점군자료 이용하여 수치표면모형(DSM: Digital Surface Model)을 제작하

고, 생성된 DSM을 기반으로 경사도 지도를 제작하였다. 추출된 경사도 정보를 이용하여 도로주변

의 3차원 객체를 식별하였고, 모폴로지 필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도로주변의 3차원 객체 중 총 

97%의 객체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는 MMS 센서를 이용하여 획득한 공간정보자료를 기반으로 도

로 주변의 3차원 객체를 추출함으로써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기술의 활용성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모바일 매핑 시스템 LiDAR, 3차원 객체, 수치표면모형, 경사도 지도, 모폴로지 필터링

ABSTRACT

Making precise 3D maps using Mobile Mapping System (MMS) sensors are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cars. This paper conducts research on the extraction of 

3D objects around the roads using the point cloud acquired by the MMS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sensor through the following steps. First, the digital surface model 

(DSM) is generated using MMS LiDAR data, and then the slope map is generated from the 

DSM. Next, the 3D objects around the roads are identified using the slope information. 

Finally, 97% of the 3D objects around the roads are extracted using the morphological 

filtering technique. This research contributes a plan for the application of autom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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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technology by extracting the 3D objects around the roads using spatial information 

data acquired by the MMS sensor.

KEYWORDS : MMS LiDAR, 3D Objects, Digital Surface Model, Slope Map, Morphological Filtering

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자율주행기술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경

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부분 자동화 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율주행기술이 탑재된 차량을 일반적으로 자율

주행차로 정의한다(HMG Journal, 2017). 자율

주행기술은 크게 인식, 판단 및 제어 분야의 기

술로 구성되며, 다양한 센서(카메라, 레이저, 초

음파 등)를 통해 상황을 인식하고, 제어시스템

을 통해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판단한 후, 가감속, 

제동 등을 통해 차량을 적절하게 제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HMG Journal, 2017). 

모바일 매핑 시스템(MMS: Mobile Mapping 

System)은 차량, 항공기 등 이동체에 관측시스

템을 탑재하여 교통시설물, 지형지물 등 다양한 

3차원 공간정보를 취득하는 이동형 관측시스템

으로서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인 고정밀지도 제

작에 주로 활용된다(Woo et al., 2011; Hyudai

MnSOFT, 2017). 일반적으로 MMS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지형지물의 위치, 속성정보 및 

영상자료를 동시에 취득하므로, MMS 센서를 

이용하여 취득한 공간정보자료는 도로 및 교통 

시설물 등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지형지물의 

정보수집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Kim and 

Sung, 2008; Woo et al., 2011).

최근 MMS 센서를 이용한 고정밀지도 제작 

기술은 다양한 도로 시설물 측량 및 관리, 토공

량 산출 및 재난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 활

용되고 있다. Kim and Sung(2008)은 다양한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MMS의 활용 방

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Kim(2012)은

MMS LiDAR 센서를 이용하여 토공량 산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Ishikawa et al. (2013)

은 MMS LiDAR 자료를 기반으로 3차원 객체 

인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Jwa et al. 

(2015)는 MMS LiDAR 센서를 이용하여 철

도 선로 추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Pastucha(2016)은 MMS LiDAR 자료를 이용

하여 케이블 선 추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MMS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철도 선로, 케이블 선 등 선형 형태의 객체 추출

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었으나, 가로등, 

가로수, 도로표지판 등 도로주변에 위치한 수직 

형태를 가진 다양한 객체 추출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MMS 센서를 이용하여 취득한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수직 형태를 가진 도

로주변의 다양한 3차원 객체 추출에 관한 연구

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우선 MMS LiDAR 

센서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군자료를 이용하여 3

차원 수치표면모형(DSM: Digital Surface Model)

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생성된 DSM을 기반으로 

경사도 지도(Slope map)을 제작하였고, 경사도 

지도에서 추출한 경사도 정보(Slope information)

를 이용하여 도로주변의 3차원 객체를 식별하

였다. 최종적으로 모폴로지 필터링 기법을 이용

하여 도로주변의 3차원 객체를 추출하였다. 

연구방법

MMS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주변의 3

차원 객체를 추출하는 과정은 그림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 연구대상 지역의 선정 및 연구자료 확보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폴리

스로 일부구간(길이:800m)을 주행하면서 획득한 

MMS LiDAR 자료를 이용하였다(그림 2).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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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showing the 

procedure for extracting 3D objects 

around roads using the MMS LiDAR data

FIGURE 2. MMS LiDAR data showing 3D objects around roads

된 테크노폴리스로 주변에는 가로등(그림 2의 

빨간 상자 안에 위치) 및 가로수(그림 2의 파란 

상자 안에 위치) 등 다양한 3차원 객체들이 위

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MMS LiDAR 

자료의 재원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MMS LiDAR 점군자료를 이용한 DSM 제작

본 연구에서는 MMS LiDAR 점군자료를 기

반으로 균일한 크기의 픽셀로 구성된 3차원 지

형모델을 제작하기 위해서 공간보간법을 이용

하여 수치표면모형(DSM)을 제작하였다. 공간

보간법은 기존에 관측된 특정 지점의 속성값을 

이용하여 관측되지 않은 지점의 속성값을 찾아

내는 방법을 의미하며 계산 방식에 따라 선형 

보간법, IDW(Inverse Distance Weight) 보간

법, Spline 보간법, Kriging 보간법 등이 있다

(Lee et al., 2004; Lee, 2010; Choung, 2015).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 지역의 

가로등, 가로수 등 3차원 객체는 복잡한 도심지

역이 아닌 도로주변에 위치한 수직 형태의 선

형 객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수직 형태 객체들

은 지표면으로부터 경사가 가파르고 표면이 직

선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Choung(2014)은 지표면으로부터 경사가 가

파른 선형 객체를 LiDAR 점군자료로부터 추출

하기 위해 직선 보간 방식 기반의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편평한 도로지역에서 

경사가 가파른 선형 객체를 추출하기 위해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여 MMS LiDAR 자료를 기반으

로 DSM을 제작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주어진 MMS LiDAR 자료의 점밀도는 7cm 

이므로, 생성된 DSM을 구성하는 픽셀이 최소 하

나 이상의 LiDAR 점군자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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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 model Number of acquisition points Accuracy

MMS-X 320 27100 points/sec 6 cm (RMSE: Root Mean Square Error)

Average point density Acquisition date Geodetic reference

7 cm 2016.11.15 WGS 84 UTM 52N

(Source:Mitsubishi Electric, 2017)

TABLE 1. Specifications of MMS LiDAR data used in this research

FIGURE 3. DSM generated from the MMS LiDAR data 

by using the linear interpolation method

DSM 의 공간 해상도를 10cm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은 선형 보간법을 이용하여 MMS LiDAR 

점군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된 DSM을 보여준다. 

3. 경사도 정보를 이용한 3차원 객체 식별

본 연구에서는 MMS LiDAR 자료를 이용하

여 제작한 DSM을 기반으로 도로 주변의 3차원 

객체를 식별하기 위해 DSM에서 추출한 경사도 

정보를 이용하였다. 우선, ArcMap 10.1 소프트

웨어의 Spatial Analyst 기능을 이용하여 DSM

을 기반으로 경사도 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림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사도 지도에서 도로 주

변의 다양한 객체 중 가로등(Streetlight) 또는 

도로 표지판 등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로형태의 

선형 객체로 표현되고, 가로수(Streettree)는 

불균일한 원형 객체로 표현된다.

경사도 지도를 구성하는 픽셀은 해당 지역의 

경사도를 의미하며, 픽셀의 속성값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은 가파른 경사도를 가지고 있고 픽셀

의 속성값이 낮을수록 해당지역은 완만한 경사도

를 가지고 있다(ArcGIS for Desktop, 2017).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가로등 

및 가로수와 같은 도로 주변에 위치한 3차원 

객체는 지표면에 우뚝 서 있는 수직 형태의 객

체이므로 경사도 지도에서 도로 주변의 3차원 

객체를 구성하고 있는 픽셀은 최대 속성값인 

90에 가까우나, 가로수 수관 등으로 인해 3차

원 객체의 일부 지역에 위치한 픽셀은 속성값

이 90보다 작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식 

(1)을 이용하여 경사도 지도에서 도로 주변 3

차원 객체를 구성하는 픽셀을 추출하기 위한 

임계값을 설정하였다. 

           TD ≥ 90 – 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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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ne section of the slope map

식(1)에서 TD는 도로주변 3차원 객체의 경

사도 임계값을 의미하고, E는 가로수 수관 등

으로 인해 3차원 객체의 내부의 편평한 지역에 

위치한 픽셀의 속성값을 의미한다. Choung 

(2015)은 경사도 지도에서 편평한 지역에 위

치한 픽셀의 임계값으로 10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도 E는 10으로 설정

하였다. 식 (1)에 의해 경사도 지도에서 도로주

변 3차원 객체를 추출하기 위한 경사도 임계값

으로 80이 설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객체와 

지표면를 구분할 수 있는 이진화 영상(Binary 

image)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이진화 

영상에서 속성값이 80 이상인 픽셀들을 3차원 

객체로 식별하였다(그림 5).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로등 및 가로

수 등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직형태의 3차

원 객체는 이진화 영상에서 객체(Objects)로 

인식되나, 차도 경계선 및 도로의 길 어깨 등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객체는 이진화 

영상에서 지표면(Grounds)으로 인식되었다. 

4. 모폴로지 필터링을 이용한 3차원 객체 추출 

그림 5의 이진화 영상에서 식별한 가로수 등 

3차원 객체 표면의 불균일성으로 인해 객체를 

구성하는 일부 픽셀의 속성값이 80이하인 경우

가 발생하고, 이는 완전한 형태의 객체를 추출

하는데 장애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

제점들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모폴로지 필터

링 (Morphological filtering) 기법을 이용하여 

이진화 영상에서 식별한 3차원 객체의 형태는 최

대한 유지하면서 객체 내부의 에러 픽셀들을 제

거하였다. 모폴로지 필터링은 영상에서 특정 객체

의 표현 및 묘사를 위해 필요한 경계선 및 골격 

등 영상 성분을 추출하는 기법으로서, 입력영상과 

구조 요소간의 합집합 또는 교집합 연산에 의해

서 정의된다(Gonzalez et al., 2012). 다양한 모

폴로지 필터링 기법들 중에서, 팽창(dilation) 연산

은 영상의 객체를 구조 요소를 이용하여 키우고 

두껍게 하는 연산이며, 침식(erosion) 연산은 영

상의 객체를 구조 요소를 이용하여 줄이거나 가늘

게 하는 연산이다 (Gonzalez et al., 201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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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One section of the binary image

FIGURE 6. One section of the dilated image (a) 

and the eroded imag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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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3D objects around roads
Number of 3D objects extracted 

using MMS LiDAR data
Extraction ratio of 3D objects

125 121 97%

TABLE 2. Statistical results of the 3D objects around the roads finally extracted using the 

MMS LiDAR data

FIGURE 7. 3D objects around the roads finally extracted 

from the slope map

연구에서는 그림 5의 이진화 영상에서 식별한 

도로주변의 3차원 객체의 경계를 유지하고 객

체 내부에 존재하는 에러 픽셀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이진화 영상에 팽창 연산을 적용하

여 객체 내부의 에러 픽셀들을 없애는 동시에 

외곽을 확장시키고(그림 6(a)), 그 후 침식 연

산을 적용하여 확장된 객체의 부피를 축소시켜

서 객체의 원 형태를 보존하였다(그림 6(b)).

모폴로지 필터링을 적용하여 객체의 형태를 유

지시키고 내부의 에러 픽셀들을 제거한 후, 최종

적으로 도로 주변의 3차원 객체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주변의 3차원 객체를 도로표

지판, 가로등 및 가로수로 정의하였으며, 추후 연

구에서 건물 등 더욱 다양한 객체들을 추출할 필

요가 있다. 이진화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도로주

변의 3차원 객체는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로 800 

m 구간의 주변은 총 125개의 3차원 객체(가로

수, 교통 표지판 및 가로등)가 존재한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 121개의 객

체가 추출되어, 총 97%의 객체가 추출되었다. 

추출되지 않은 객체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이진화 영상에 모폴로지 필터링의 팽창 및 

침식 연산을 적용할 경우, 도로주변의 3차원 객

체들 중에서 근접한 두 객체들은 한 객체로 표

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팽창 연산을 적

용하여 근접한 두 객체의 외곽이 확대되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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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xample of the errors for extracting the 3D objects around the roads 

by the morphological filtering

나의 객체로 합쳐져서 발생하는 형상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에러가 총 4차례 발생하

였다. 모폴로지 필터링을 적용하여 발생한 에러

로 인해 두 객체가 한 객체로 표현된 예시는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  론

MMS에 탑재된 센서를 이용하여 취득한 공간

정보자료는 항공 LiDAR,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기존의 공간정보자료에 비해서 정밀도가 월

등히 높다는 특징으로 인해 고정밀지도가 필요

한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로 시설

물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토공량 계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MS LiDAR 점군자료를 이용하여 도로주변에 

위치한 수직 형태의 3차원 객체(가로등, 가로수 

및 교통 표지판) 추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여 MMS 

LiDAR 자료를 기반으로 도로주변의 3차원 객

체를 추출한 결과, 연구대상 지역 도로 주변에 

위치한 125개의 3차원 객체 중 121개의 객체

가 추출되어 총 97%의 객체가 추출되었다. 

본 연구는 MMS LiDAR 점군자료를 이용하

여 도로 주변의 3차원 객체를 추출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후 연구 또한 필요하다. 

첫재, 본 연구에서는 MMS LiDAR 센서만을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주변의 

3차원 객체를 추출하였다. 일반적으로 LiDAR 

점군 자료는 지표면의 3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점군자료의 특성으로 인

해 영상에 존재하는 객체의 정밀한 형태를 묘

사하는데 한계가 있다(Choung, 2014).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MMS 영상자료를 융합하여 

객체의 형태 및 외곽선을 더욱 정밀하게 묘사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주변에

는 가로등, 가로수 및 교통 표지판 등 다양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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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3차원 객체가 존재하며, 각 개체의 높이 및 

형태 또한 서로 구별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서는 서로 다른 높이 및 형태

의 객체를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

후 연구에서는 객체의 크기 및 높이 등 다양한 

인자들을 파라미터로 설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객

체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MMS 자료는 차량, 드론 등에 탑재된 

카메라, LiDAR 센서를 이용하여 높은 정밀도와 

정확도를 가진 공간정보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

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산림, 해양, 하천지역 등 

현장답사가 힘든 지역의 공간정보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

서는 해양지역 등에 위치한 다양한 3차원 객체

를 추출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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