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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rently,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high-definition road map has a high proportion of manual labor, so 

there are limitations in construction time and cost. Research to automate map production with high-definition 
road map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actively conducted, but since the construction of training data for 
the map construction is also done manually, there is a need to automatically build training data. Therefore, in 
this study, after converting to images using point clouds acquired by a mobile mapping system, the road marking 
areas were extracted through image reclassification and overlap analysis using thresholds. Then, a methodology 
was proposed to automatically construct training data for deep learning data for the high-definition road map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the polygon types in the extracted regions. As a result of training 2,764 lane data 
constructed through the proposed methodology on a deep learning-based PointNet model, the training accuracy 
was 99.977%, and as a result of predicting the lanes of three color types using the trained model, the accuracy 
was 99.566%.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methodology proposed in this study can efficiently produce 
training data for high-definition road maps, and it is believed that the map production process of road markings 
can also be automated.

Keywords :     PointNet, Deep Learning, Automatic Construction of Training Data, High-Definition Road Maps, 
Point Cloud

초   록

현재 정밀도로지도 구축 공정은 수작업의 비율이 높아 구축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따른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한 학습데이터의 
구축 또한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습데이터를 자동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매
핑시스템으로 취득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영상으로 변환한 후, 임계치를 이용한 영상 재분류와 중첩 분석 
등을 통해 도로 노면표시 영역을 추출하고 추출한 영역의 다각형 유형 분류를 통해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한 딥
러닝 학습데이터를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론을 통해 구축한 2,764개의 차선 데이터
를 딥러닝 기반의 PointNet 모델에 학습한 결과 학습 정확도는 99.977%로 나타났으며,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3
가지 색상 유형의 차선을 예측한 결과 정확도는 99.566%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으로 정밀
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학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도로 노면표시의 정밀도로
지도 제작과정 또한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 PointNet, 딥러닝, 학습데이터 자동 구축, 정밀도로지도, 포인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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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의 자율주행 단계는 차량의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 환
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자율주행기술 상용화 
계획에 따라 센서로 인식하지 못하는 환경을 대비하여 자율주
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밀도로지도의 필요성이 증대되
고 있다(So and Moon, 2018). 하지만 정밀도로지도의 제작 공
정은 수작업의 비율이 높아 전국 도로를 대상으로 구축하기에 
제작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있으며, 작업자의 숙련도가 정밀
도로지도의 품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있다(Park et al., 
2019). 이에 따라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정밀도로지도 제작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도로 노면표시
를 학습하고 검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로 노면표시 검출 관련 연구로는 블랙
박스 영상에서 차선 및 도로 표시의 모서리 지점에 수동으로 
라벨링을 하여 VPGNet 모델을 활용한 연구(Lee et al., 2017), 
반사강도를 기반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필터링한 후 생성
한 이진화 영상의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하여 기계학습에 적
용한 연구(Soilán et al., 2017), 블랙박스 영상을 IPM (Inverse 
Perspective Mapping) 영상으로 변환하여 LaneNet 모델을 활
용한 연구(Wang et al., 2018),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지면점을 
분류한 후 2차원 평면상에 투영시킨 영상을 U-Net 모델에 적
용한 연구(Wen et al., 2019) 등이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학습데이터의 구
축이 수동으로 이루어져 학습데이터를 모델에 학습하기까
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목적으로 인
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학습데이터의 구축 자동화와 관련
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매핑시스템 
(MMS: Mobile Mapping System)을 이용해 취득한 포인트 클
라우드를 이용하여 정밀도로지도의 주 대상인 도로 노면표
시 영역을 추출하고 다각형 유형 분류를 통해 선형과 면형에 
대한 다각형을 분류한 후,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도로 
노면표시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하여 딥러닝 모
델 활용을 위한 학습데이터를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2. 딥러닝 학습데이터의 자동 구축

2.1 딥러닝 학습데이터의 자동 구축 방법론

본 연구에서 MMS를 이용하여 취득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학습할 딥러닝 모델로 PointNet을 이용하였다. PointNet 모델은 
영상 기반의 딥러닝 모델에 비해 입력 데이터의 용량이 크므로 
학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포인트 클라우
드 형태로 학습할 수 있어 단순하고 통일된 구조로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Qi et al., 2017).

PointNet 모델을 활용하여 도로 노면표시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 분류 항목별 위치와 색상(XYZRGB) 정보를 가진 포인트 
클라우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도로 노
면표시 영역을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밀도로지도를 위
한 딥러닝 학습데이터의 자동 구축의 방법론은 Fig. 1과 같으며,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지면점 분류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생
성한 영상 기반의 도로 노면표시 영역 추출, 그리고 외곽선 추출 
및 다각형 유형 분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론
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ArcGIS Pro 2.6.0의 Python 라이브러리
인 ArcPy를 이용하여 Python 기반의 스크립트로 개발하였다.

Fig. 1.  Flowchart for automatically building deep learning 
training data

2.2에서 본 연구에 활용한 모바일매핑시스템에 대해 설명한 
후, 2.3 ~ 2.5에 걸쳐 Fig. 1의 단계별 과정에 대해 자세히 기술
하였다.

2.2 모바일매핑시스템

본 연구에 활용한 MMS는 Table 1과 같으며 Fig. 2에 나타낸 

Table 1. Specification of mobile mapping system

Company Model Laser scanner
Specification of IMU Typical accuracy

Roll/Pitch Heading Horizontal Vertical

Leica Pegasus:Two Ultimate ZF 9012 0.004° 0.013° 0.020m 0.0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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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이 경기도 성남시 일대를 대상으로 취득된 포인트 클라
우드를 활용하였다.

Fig. 2. Study area

2.3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 지면점 분류

MMS에서 취득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지면과 비지
면, 그리고 잡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관심 대상을 효율적
으로 분류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Hong and Kim, 2018). 
지면 및 비지면점 분류를 위해 생성한 가상 격자 내에서 최소 
높이 값을 갖는 초기 점(seed point)과 델로니 삼각망(delaunay 
triangulation)이 이루는 거리와 각을 이용하여 지면점을 분류하
는 ATIN (Adaptive TIN) 기법을 적용하였다(Axelsson, 2000). 

Table 2. Quantitative analysis for ground fi ltering

(a) Top-view of original point cloud   (b) Top-view of ground points
 

(c) Side-view of original point cloud

(d) Side-view of ground points
Fig. 3. Result of ground fi ltering

지면점 분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위해 Table 2와 같이 포인
트 클라우드의 높이 값의 최대, 최소,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
였으며, 지면점으로 분류된 포인트 클라우드의 점의 개수가 원
본 대비 약 71%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3을 통해 건물, 
가로수 등 비지면점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Table 2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최대 높이 값이 80.950m에서 
45.528m로 감소하였다.

2.4 영상 기반 도로 노면표시 영역 추출

지면점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도로 노면표시 영
역을 추출하기 위해 포인트 클라우드를 RGB 영상과 반사강도 
영상으로 변환한다. MMS를 이용하여 취득한 포인트 클라우
드는 점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점밀도(local point density)가 높
으므로 RGB 영상 변환 시 영상의 픽셀 크기는 5cm로 지정하
였으며 비어 있는 픽셀에 대한 보간법으로 최근린보간법을 적
용하였다.

2.4.1 워터쉐드 기법을 이용한 RGB 영상 분할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생성한 RGB 영상 내에는 도로의 아스
팔트의 색상인 흑색과 도로 노면표시의 색상인 황색, 백색, 청
색이 주로 분포한다. 따라서 도로 노면표시의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아스팔트를 제거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체 영상에서 하나의 색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영
역 분할 정확도가 높은 워터쉐드(watershed) 기법을 적용하였
다 (Bleau and Leon, 2000). 

Fig. 4(b)는 RGB 영상(Fig. 4(a))을 이용하여 각 중심 픽셀을 
기준으로 8방향의 픽셀에 대한 방향성을 계산한 결과를 나타
낸다(Jenson and Dominique, 1988). Fig. 4(c)는 RGB 영상과 방
향성 영상을 이용하여 워터쉐드 기법을 적용한 영상 분할 결과
를 나타낸다.

(a) RGB image    (b) Flow direction image   (c) Watershed image
Fig. 4. Result of watershed

2.4.2 영상 재분류 및 중첩 분석

도로 노면표시와 아스팔트를 분류하기 위해 반사강도, 워터
쉐드 영상의 밝기, RGB 색상의 표준편차와 같은 특성을 이용
한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아스팔트는 낮은 반사강도 값을 가

Track 
information

Number 
of points

Height (m)
Min Max Mean Stdev

Track 3
A5

Original 18,509,408
(100%) 28.846 80.950 35.44 4.66

ATIN 13,224,070
(71%) 28.863 45.528 34.14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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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도로 노면표시는 높은 반사강도 값을 지닌다(Guan et al., 
2014). 이와 유사하게 도로 노면표시는 높은 밝기의 값을 가지
며 아스팔트는 낮은 밝기의 값을 지닌다. 반사강도와 밝기 특성
을 이용하더라도 밝게 취득된 아스팔트가 제거되지 않는 경우
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RGB 색상의 표준편차가 작은 
아스팔트의 특징을 이용한다. Table 3은 영상 재분류를 위한 반
사강도, 워터쉐드의 밝기, RGB 색상의 표준편차의 임계치를 나
타내며 Fig. 5(a)부터 Fig. 5(c)는 각 임계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재분류 영상을 나타낸다. Fig. 5(d)는 산출된 세 개의 재분류 영
상을 중첩한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3. Threshold for reclassification

           (a) by intensity                           (b) by watershed

 (c) by standard deviation           (d) Result of reclassification
Fig. 5. Result of reclassification

2.5 외곽선 추출 및 다각형 유형 분류

2.5.1 도로 노면표시의 외곽선 추출 및 단순화

영상 재분류를 통해 생성된 영상은 이진화되어 있으므로 동
일 색상 또는 동일 픽셀값을 지닌 영역의 경계선을 생성하는 컨
투어링(contouring) 기법을 적용하여 도로 노면표시의 외곽선
에 대한 다각형을 생성한다. 컨투어링 기법을 통해 생성한 다
각형은 영상 픽셀의 경계에 대한 외곽선을 나타내므로 불필요
한 버텍스(vertex)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각형의 선
분을 곡선화하는 다각형 평활화(smoothing polygon)와 불필요

한 버텍스를 삭제하는 다각형 단순화(simplify polygon)를 수
행하여 외곽선이 단순한 도로 노면표시의 다각형을 생성한다 
(Douglas et al., 1973; Bodansky et al., 2002).

(a) Result of contour (b) Original polygon (c) Smoothing polygon

(d) Simplify polygon (e) Removal of small      (f) Merge hole
                                                     areas                      polygon

Fig. 6. Result of contouring and simplification polygon

2.5.2 다각형의 유형 분류

외곽선이 단순화된 도로 노면표시 다각형은 차선과 같은 선
형 다각형뿐만 아니라 화살표, 횡단보도 등과 같은 면형 다각형
을 포함한다. 학습데이터의 분류 항목에 따라 포인트 클라우드
를 추출할 경계 다각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은 데이터의 분포에서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큰 방
향벡터인 주성분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주성분 벡터의 크기에 
따라 다각형의 기하학적인 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Wold et al., 
1987; Hong and Kim, 2018). Fig. 7(a)에 나타낸 것과 같이 다각
형이 면형일 경우 2개의 주성분 벡터 모두 크게 나타나고, 다각
형 데이터가 선형일 경우 Fig. 7(b)와 같이 1개의 주성분 벡터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 Eigenvectors of planar            (b) Eigenvectors of linear 
                  polygon                                          polygon

Fig. 7. Eigenvectors by polygon type

이러한 주성분 벡터의 특성을 이용하여 학습데이터의 분류 

Threshold Intensity Watershed Standard deviation

Value 8,000 15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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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차선일 경우 선형인 다각형을, 화살표나 과속방지턱일 
경우 면형인 다각형을 경계로 활용하여 Fig. 8과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한 후 딥러닝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a) Original polygon    (b) Planar polygon     (c) Linear polygon

(d) Point cloud extracted  (e) Point cloud extracted (f) Point cloud extracted 
       by original polygon             by planar polygon          by linear polygon

Fig. 8. Result of extraction of point cloud

3. 딥러닝 학습데이터 활용성 검증

3.1 딥러닝 학습데이터의 자동 구축

정밀도로지도 구축 대상인 도로 노면표시는 차선, 화살표,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밀도로
지도 구축 공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차선을 위주로 
딥러닝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단선, 겹
선과 같은 차선의 형태의 경우 다각형의 폭을 이용하여 구별할 
수 있으나, 그늘진 백색 차선과 청색 차선, 얼룩진 황색 차선은 
RGB 색상 범위가 유사하여 구별이 어렵다. 따라서 딥러닝 학습
을 위한 분류 항목은 차선의 3가지 색상(청색, 백색, 황색)으로 
구분하였다. 제안한 학습데이터 자동 구축 방법론을 통해 생성
한 차선 학습데이터는 2,764개이며 지역별 학습데이터의 개수
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Number of training dataset

Label Blue White Yellow Total
Area Ⅰ 152 370 171 693
Area Ⅱ 177 508 199 884
Area Ⅲ 87 433 219 739
Area Ⅳ 115 187 146 448
Total 531 1,498 735 2,764

3.2. 딥러닝 학습데이터 활용성 검증 결과 분석

PointNet 모델 학습을 위해 차선폭에 포함되는 점의 개수

를 고려하여 배치 크기(batch size)는 24로 설정하였으며, 2,764
개의 학습데이터를 이용하여 40회 반복 학습을 수행하였다. 
Table 5는 반복 횟수에 따른 PointNet 모델 학습 결과를 나타내
며 최종 학습 정확도는 99.977%로 나타났다.

Table 5. Accuracy of training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epoch

Epoch Training 
accuracy

Training 
loss Epoch Training 

accuracy
Training 

loss

5 0.99010 0.03167 25 0.99896 0.00287
10 0.99654 0.01045 30 0.99970 0.00120
15 0.99715 0.00903 35 0.99950 0.00153
20 0.99857 0.00378 40 0.99977 0.00092

Mean of accuracy 0.99754 Mean of loss 0.00768

PointNet 모델은 학습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셋을 
K개로 나누어 일부 데이터는 학습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검증을 위해 사용하는 K-겹 교차검증(K-fold cross 
validation)을 수행한다. 교차검증을 위한 데이터셋은 Area Ⅰ
로 설정하였으며 교차검증 데이터에 대한 최종 예측 정확도
는 99.566%로 나타났다. Fig. 9는 예측 결과이며 Fig. 9(b)와 
Fig. 9(d)를 통해 차량이 지나간 흔적이 많은 백색 차선의 경
우 청색 차선으로 오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6은 예
측 결과에 대한 오차행렬(error matrix)을 나타내며 3가지 색
상 유형에 대한 차선의 분류 정확도는 98.3%로 나타났다. 예
측 데이터의 실제 유형(ground truth)과 PointNet을 이용하여 
예측한 유형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카파(kappa) 계수는 97.2%
로 나타났다.

(a) Part of area Ⅰ (b) Prediction of (a)  (c) Part of area Ⅰ (d) Prediction of (c)
Fig. 9. Result of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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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rror matrix of classification

PointNet
Evaluate data

Total
Blue White Yellow

blue 152 10 1 163
white 0 360 1 361
yellow 0 0 169 169
Total 152 370 171 693

Accuracy 0.983 Kappa 0.972

Table 6을 통해 모바일매핑시스템으로 취득한 포인트 클라우
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구축한 학습데이터의 딥러닝 모델 적
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다양한 유형의 학습데이터를 
자동으로 구축하여 딥러닝 모델에 학습한다면 수작업으로 이
루어지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목적으로 MMS를 통해 취
득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도로 노면표시의 영역을 검
출한 후 딥러닝 학습데이터를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론을 제
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MMS를 통해 취득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지면점 필
터링을 통해 건물, 가로수 등과 같은 비지면점을 제거하고 포
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변환한 영상을 활용하여 아스팔트
를 제거함으로써 도로 노면표시에 대한 학습데이터를 자동으
로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수작업으로 학습데이터를 구
축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둘째,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자동으로 구축한 3가지 유형(백
색, 청색, 황색)의 차선 학습데이터 2,764개를 PointNet 모델에 
학습한 결과 학습 정확도는 99.977%로 나타나 제안한 방법론
으로 생성한 학습데이터의 딥러닝 모델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학습된 PointNet 모델을 이용하여 교차검증을 위한 

Area Ⅰ 데이터를 예측한 결과 예측 정확도는 99.566%로 나타
났다. 예측 결과에 대해 오차 행렬을 구성한 결과 전체 정확도
는 98.268%로 나타났으며 높은 카파 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러
나, 차량이 지나간 흔적이 많은 백색 차선의 경우 색상이 청색 
차선과 유사하여 분류의 한계가 있었다.
향후 차선, 화살표,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등 다양한 유형
의 도로 노면표시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집하고 유형별 
학습데이터를 자동으로 구축하여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다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정밀도로지도 제작 공정의 자동화 적

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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