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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딥러닝을 이용한 객체 분류 및 변화 탐지
Object Classification and Change Detection in Point Clouds Using Deep Learning

서홍덕* · 김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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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technologies,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and attempt to apply these technologies to the detection of urban changes. 
However, the traditional methods of detecting changes and constructing spatial information are 
still often performed manually by humans, which is costly and time-consuming. Besides, a large 
number of people are needed to efficiently detect changes in buildings in urban areas. Therefore, 
in this study, a methodology that can detect changes by classifying road, building, and vegetation 
objects that are highly utilized in the geospatial information field was proposed by applying deep 
learning technology to point clouds.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roads, buildings, and vegetation 
were classified with an accuracy of 92% or more, and attributes information of the objects could 
be automatically constructed through this. In addition, if time-series data is constructed, it is 
thought that changes can be detected and attributes of existing digital maps can be inspected 
through the proposed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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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세계적인 포털 업체

들에서 위성영상, 항공영상, 지상영상 등 다양한 공간 

및 영상정보를 서비스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변화

탐지, 공간정보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

고 있다(국토교통부 2017).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서도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로 영상 기반의 변화탐지, 공

간정보 구축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성현 

외 2016; 오이균 2018; 양성철 2019). 변화탐지의 경

우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신속하게 신

뢰성 높은 공간 데이터의 구축 및 처리의 필요성이 증

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변화탐지와 공간정보 구축

은 주로 사람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

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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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을 위한 관리 인원이 부족하여 매년 꾸준히 

유지 및 증가되는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채병선 외 2015). 따라서,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간정보 구축 

및 갱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신뢰성 높은 

토지이용현황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및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김혜진 외 2018; 서기환 

2018).

딥러닝(deep learning)과 공간정보 데이터를 이용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Vignesh et al.(2019)은 다중 

스펙트럼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

여 이를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각각 적용하여 분류를 

수행한 후, 두 기법을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두 기법 

모두 영상의 노이즈로 인해 정확도가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비교적 딥러닝이 머신러닝에 비

해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을 통해 변화탐지를 위

해서는 딥러닝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

대건 외(2018)은 FAIR(Facebook AI Research)에서 

개발한 Mask R-CNN을 이용하여 건물을 탐지하기 

위해 항공영상을 학습하고 평가 영상에 다양한 지역 

및 변화를 부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행결과 학

습 데이터와 유사한 환경에서 취득된 데이터의 경우

에만 높은 정확도로 건물을 탐지하였으며, 색상 정보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3차원 데이터와 같이 객체의 색상 및 형상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딥러닝에 적용할 경우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색상 정보에 의존하여 객체를 분류할 경우 다양

한 조명 조건 및 환경으로 인하여 오분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과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를 융합한 연구가 필요하다(서홍덕･김의명 2019; 조

원호 외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체의 색상 및 형상 정보를 포

함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를 인공지

능 기술인 딥러닝에 적용하여 공간정보 분야에서 가

장 활용도가 높은 도로, 건물, 식생을 분류하고, 이를 

통해 공간정보 구축 및 변화탐지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2. 연구의 기본이론

2.1. 포인트넷

포인트넷(PointNet)이란 3차원 객체의 형상 및 색

상 정보를 나타내는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를 

학습하여 3차원 객체를 분류(classification) 및 분할

(segmentation)하는 딥러닝 기법으로 포인트넷의 아

키텍처(architecture)는 Figure 1과 같다(Qi et al. 

2017). 학습 데이터인 포인트 클라우드는 T-Net을 이

용하여 3×3 변환 행렬(transformation matrix)을 출

력한 후, 입력 데이터인 포인트 클라우드와 곱한다. 여

기서 변환 행렬과의 곱을 통해 입력 데이터인 각 객체

의 3차원 좌표는 이동 및 회전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

다(Jaderberg et al. 2015). 다음으로 다층 퍼셉트론

(MLP : Multi Layer Perceptron)을 이용하여 3차원

인 포인트 클라우드의 특징점을 64차원으로 늘려 

64×64 변환 행렬을 계산한다. 생성된 변환 행렬은 차

원이 높아 최적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 (1)의 조건을 

통해 변환 행렬이 직교 행렬에 근접하도록 정규화한 

후, 64차원인 특징을 곱하여 지역적 특징(local 

feature)을 추출한다. 식 (1)에서 는 네트워크에 의

해 예측된 변환 행렬이며, 이를 통해 최적화가 더욱 안

정화되고 더 나은 모델의 성능을 도출한다(Qi et al. 

2017). 추출된 지역적 특징을 다시 다층 퍼셉트론을 

이용하여 1024차원 특징점으로 생성하여 식 (2)와 같

이 최대 풀링(max pooling)을 수행하여 전역적 특징

(global feature)을 추출한다. 여기서 는 입력값을 나

타내며, 는 다층 퍼셉트론 연산을 나타낸다. 마지막

으로 변환 행렬이 곱해진 64차원 특징과 1024차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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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합하여 피처맵을 생성한다. 생성된 피처맵은 지

역적 특징과 전역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다

층 퍼셉트론을 통해 스코어(score)를 결정하여 각 3차

원 좌표의 클래스를 분할한다(Qi et al. 2017).

 ∥∥    (1)

 ⋯  max ⋯  
(2)

2.2. 활성화 함수

다층 퍼셉트론을 구성하는 은닉층은 활성화 함수

(activation function)를 통해 계산되며, 이는 Figure 

2와 같이 딥러닝 네트워크에서 입력 신호와 경중률을 

고려한 값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함수로 실

험 정확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Ertuğrul 2018).

기존 퍼셉트론의 분류기는 선형으로 Figure 3(a), 

Figure 3(b)와 같이 데이터의 구조가 선형적일 경우 

해결할 수 있으나, Figure 3(c)와 같이 데이터가 비선

형일 경우 선형 분류기를 통해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

류할 수 없으며, 이를 학습할 경우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eLU(Rectified 

Linear Unit), LReLU(Leaky Rectified Linear Unit), 

ELU(Exponetial Linear Unit) 등의 활성화 함수가 개

발되었으며, 이 중 ReLU 분류기가 가장 많이 사용된

다(류서현･윤재복 2017). Figure 4와 식 (3)은 ReLU

의 일반식을 나타낸다(Agarap 2018). 식 (3)에서 는 

입력값을 나타내며, 입력값이 0보다 작으면 0, 0보다 

크면 입력값 그대로를 출력하는 활성화 함수이다.

  max 
 ≺    ≥    

(3)

2.3. 3차원  좌표변환

3차원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의 

학습 및 분할을 수행할 경우 데이터 용량이 커서 한 번

Figure 1. PointNet architecture

Figure 2. Activate function

(a) AND
    

(b) OR
    

(c) XOR

Figure 3. Limitations of linear classifiers



서홍덕 · 김의명

40   「지적과 국토정보」 제50권 제2호. 2020

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크기의 복셀로 나누어 

학습을 수행한다(Liu et al. 2019). 그러나 복셀로 변환

하면서 공간해상도가 저하되며, 정규화를 통한 이동

량이 발생하게 되므로 원본 데이터의 좌표계로 변환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Choy et al. 2016; Riegler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쿼터니언(quater-

nion)과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 알고리즘을 결

합한 점과 직선을 이용한 3차원 좌표변환 방법을 적용

하였다(서홍덕･김의명 2020). 먼저 쿼터니언을 기반

으로 회전행렬을 결정하기 위해 모델 좌표계의 3차원 

좌표를 기준 좌표계의 벡터 상에 투영하여 거리가 가

장 가까운 점을 결정한 후, 3차원 회전행렬, 축척 계수, 

3차원 이동량 순으로 결정한다.

식 (4)는 3차원 좌표와 직선 정보를 이용한 3차원 좌

표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함수를 나타낸다(Fusiello 

et al. 2015). 식(4)에서 는 기준 좌표계의 직선에 대

한 크기의 집합, 는 기준 좌표계의 방향벡터 집합, 

는 기준 좌표계의 직선 시작점의 집합, 는 
 , 

는 축척 계수, 
 , 는 모델 좌표계의 3차원 좌표 

집합을 나타낸다(Fusiello et al. 2015).

 ∥ ∥  (4)

쿼터니언을 이용하여 미지의 3차원 회전행렬
 

을 결정할 경우 점과 직선의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없

기 때문에 모델 좌표계의 3차원 좌표를 기준 좌표계의 

벡터 상에 투영해야 한다(서홍덕･김의명 2020). 또한, 

기준 좌표계와 모델 좌표계 간의 좌표값이 매우 큰 값

과 매우 작은 값이 공존할 경우 수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역행렬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

에 각 데이터의 평균을 이용하여 각 좌표값을 정규화

한 후, 미지의 3차원 회전행렬을 결정한다(서홍덕･김

의명 2020). 

다음으로 결정된 모델 좌표계에서 기준 좌표계로의 

3차원 회전행렬을 이용하여 축척 계수를 결정한 후, 3

차원 이동량을 결정한다.

2.4. 분류 결과의 정확도 분석

분류 결과의 정확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딥러닝

을 적용하여 분류된 평가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이

용하여 Table 1과 같은 혼동행렬(confusion matrix)

을 생성한 후, 전체정확도(All accuracy)와 Kappa 계

수를 계산하였다. Table 1에서 TP(True Positive)는 

평가 데이터의 클래스와 원본 데이터의 클래스가 일

치하는 것을 나타내며, FP(False Positive)는 평가 데

이터의 클래스가 원본 데이터의 클래스로 오분류된 

것을 나타낸다. 또한, FN(False Negative)은 평가 데

이터의 클래스가 원본 데이터의 클래스가 아닌 다른 

데이터로 분류된 것을 나타낸다(홍송표･김의명 2018).

Test
data

Original data


 

 





    ∑


    ∑


    ∑

 ∑ ∑ ∑ Sum of
data

Table 1. Confusion matrix

Figure 4. Re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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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정확도는 원본 데이터와 같은 클래스로 분류된 

평가 데이터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식 (5)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5)

Kappa 계수는 두 데이터 간의 측정 범주 값에 대한 

일치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값이 클수록 높은 일치도

를 나타내며, 식 (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한승희 

2016). 식 (6)에서 는 Kappa 계수를 나타내며, 는 

클래스의 수를 나타낸다. 또한, 는 대각선 셀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내며, 는 혼동행렬의 각 행 총합의 

백분율, 는 혼동행렬의 각 열 총합의 백분율을 나

타낸다.



 

 













(6)

3. 연구방법

3.1.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

3.1.1. 연구 대상지역 선정 및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성환읍 일대로 전체 영역의 80% 이상이 도로, 건물, 

식생인 지역이다. DJI사의 Matrice 100과 젠뮤즈

(Zenmuse) X3 카메라를 이용하여 702장의 영상을 취

득하였으며, Pix4D 소프트웨어를 통해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는 Figure 5와 같다(서홍덕･김의명 2019).

3.1.2. 지면 및 비지면점 분류

본 연구에서 지면 및 비지면점을 분류하기 위해 

CSF(Cloth Simulation Filter)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분류된 지면점과 비지면점은 Figure 6과 같다(Zhang 

et al. 2016; 서홍덕･김의명 2019). 여기서 사용된 포

인트 클라우드는 다운 샘플링(down sampling)을 하

지 않은 데이터이다. 이러한 이유는 본 연구에 사용된 

포인트 클라우드는 수직 촬영하여 취득한 영상을 데

이터 처리하여 생성하였기 때문에 다운 샘플링을 수

행할 경우 객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특징점의 수가 감

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3. 수치지도 편집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여 도로, 건물, 식생을 분류하기 

Figure 5. Point clouds

(a) Ground points (b) Non-ground points

Figure 6. Ground and non-ground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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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학습 및 평가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

나, 딥러닝을 이용한 객체 분류 연구의 대부분은 학습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를 수동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조원호 외 2019).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와 시간해상도가 

유사한 2019년에 기 구축된 1:5,000 축척의 수치지도

를 평가 데이터로 활용하여 객체 분류를 수행하였으

며, 이를 위해 지형지물 표준 레이어 코드와 QGIS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치지도를 편집하였다(서홍

덕･김의명 2019).

지형지물 표준 레이어 코드를 통해 추출한 데이터

는 랜덤으로 20%를 추출하여 평가 데이터로 사용하

였으며, 평가 데이터의 클래스별 데이터 수는 Table 2

와 같다. 또한, 평가 데이터의 속성 정보는 Table 3과 

같이 속성 정보는 모두 NULL 타입이지만 객체 분류

를 통해 속성이 기입되게 된다.

또한, 도로, 건물, 식생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 학

습 및 평가 데이터의 일부는 Figure 7, Figure 8과 같

다(서홍덕･김의명 2019).

3.2. 딥러닝을 위한 학습 데이터 구축

딥러닝을 위한 학습 데이터는 CSF 기법을 통해 분

류된 지면점과 비지면점을 통해 CloudCompare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수동적으로 구축한다. 여기서 지

면점을 이용하여 도로와 식생을 추출하며, 비지면점

을 이용하여 건물을 추출한다. 그런 다음 추출된 각 객

체의 3차원 좌표와 레이블(label)을 Hdf5 파일로 변환

하여 포인트넷을 통해 학습을 수행한다. Hdf5 파일로 

변환하는 이유는 Table 3, Table 4와 같이 파일 구조

가 트리(tree) 구조로 구성되어 대용량의 복합 데이터 

처리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Qi et al. 2017). Table 4

는 3차원 데이터를 나타내며, Table 5는 3차원 데이터

에 해당하는 레이블을 나타낸다. 또한, Table 5에서 1

은 도로, 2는 건물, 3은 식생을 나타낸다.

0 1 … n

0 -0.100 -0.225 … -0.249

1 0.309 0.271 … 0.364

： ： ： … ：

n -0.135 -0.207 … -0.045

Table 4. Point clouds

0 1 … n

0 3 1 … 3

1 1 2 … 3

： ： ： … ：

n 2 3 … 3

Table 5. Label of point clouds

Test data

Road 19

Building 309

Vegetation 21

Sum 349

Table 2. Number of 
test data

 

ID Class Name

1 Null Null

2 Null Null

： ： ：

n Null Null

Table 3. Attributes of 
test data

(a) Road
  

(b) Building
  

(c) Vegetation

Figure 7. Training data

(a) Road
 

(b) Building
 

(c) Vegetation

Figure 8.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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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정확도 분석

4.1. 딥러닝을 위한 학습 데이터

지면점을 통해 추출한 도로와 식생은 각각 93개, 66

개이며, 추출된 도로와 식생의 일부는 Figure 9, 

Figure 10과 같다. Figure 9에서 도로가 연속적이지 

않은 부분은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오토바이 

등의 지형지물이 존재하여 지면점으로 분류되기 때문

에 제거된 것이다.

비지면점을 통해 추출한 건물은 934개이며, 추출된 

건물의 일부는 Figure 11과 같다. 따라서, 추출된 객체

를 이용하여 포인트넷의 학습 데이터인 Hdf5를 생성

한다.

4.2. 딥러닝의 학습 및 분할 결과

포인트넷은 Ubuntu 16.04에 가상환경을 구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포인트넷을 이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를 학습한 정확도와 손실률은 Table 6과 같

다. 여기서 손실률은 원본 데이터와 분할 결과의 차이

를 나타낸다. 반복횟수가 1회인 경우 학습 정확도는 

약 91%를 나타내었지만, 손실률은 약 22%로 부정확

하게 학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복횟수가 20회

인 경우 학습 정확도는 약 97%, 손실률은 약 7%로 정

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인트넷을 통해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도로, 건

물, 식생을 분할된 결과는 Figure 12와 같으며, 이를 

위해 실험 대상지역을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수행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데이터의 용량이 커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20~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

을을 기초로 하는 행정리를 기준으로 12개의 지역으

로 나누어 수행하였다(Liu et al. 2019; Wikipedia 

2008). Table 7은 분할 정확도를 나타내며, 평균은 약 

92%로 나타났다.

Figure 9. Road extracted from ground points

Figure 10. Vegetation extracted from non-ground 
points

Figure 11. Building extracted from non-ground 
points

Iter accuracy Loss Iter accuracy Loss

1 0.910 0.224 11 0.973 0.073

2 0.954 0.120 12 0.973 0.072

3 0.965 0.092 13 0.973 0.071

4 0.969 0.081 14 0.974 0.071

5 0.971 0.078 15 0.973 0.070

6 0.971 0.076 16 0.974 0.070

7 0.972 0.076 17 0.974 0.069

8 0.972 0.074 18 0.974 0.069

9 0.972 0.074 19 0.975 0.068

10 0.972 0.073 20 0.975 0.068

Table 6. Train accuracy and loss of deep learning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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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1 2 3 4

Accuracy 0.886 0.934 0.893 0.883

Area 5 6 7 8

Accuracy 0.966 0.898 0.954 0.896

Area 9 10 11 12

Accuracy 0.967 0.948 0.920 0.895

Table 7. Accuracy of object segmentation by
area (unit: %)

4.3. 3차원 좌표변환 및 공간 조인

분할된 결과는 복셀로 변환하면서 공간해상도 저하 

및 이동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치지도와 공간 조인

을 수행하기 전에 수치지도와 동일한 좌표계인 실험 

대상지역의 원본 데이터로의 3차원 좌표변환을 수행

해야 한다. 따라서, 2.3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점과 직

선을 이용한 3차원 좌표변환을 적용하기 위해 12개의 

실험 대상지역의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직선 정

보를 추출하며 분할된 결과를 통해 3차원 좌표를 취득

하였으며, 추출된 직선 정보와 3차원 좌표의 일부는 

Figure 13과 같다.

실험 대상지역의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와 분할된 

결과에서 추출한 직선 정보 및 3차원 좌표를 이용하여 

3차원 좌표변환을 통해 결정된 매개변수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는 축척 계수를 나타내며 

(a) Extracted lines (b) Extracted points

Figure 13. Extracted straight lines and 3D points

1 2 3 4 5 6

O
riginal

cloud data
Segm

entation
result

7 8 9 10 11 12

O
riginal

cloud data
Segm

entation
result

Figure 12. Segmentation using Poin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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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차원 회전량,   는 3차원 이동량을 나

타낸다. 결정된 매개변수를 통해 축척과 회전에는 거

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동량에 큰 변화가 발

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결정된 매개변수를 검증하기 위해 각 분할된 

결과를 3차원 좌표변환을 수행한 후, 원본 포인트 클

라우드와 분할된 결과에서 지역별 2개의 검사점을 취

득하여 평균제곱근오차(RMSE : Root Mean Square 

Error)를 계산하였다. 전체 지역의 평균제곱근오차의 

평균은 약 0.045로 1:5,000 수치지도의 오차를 고

려하였을 때 양호한 산출물임을 알 수 있다(서홍덕･김

의명 2019). 따라서, 각 지역의 분할된 결과를 3차원 

좌표변환을 수행한 후, 평가 데이터 수치지도와 중첩

하여 공간 조인을 통해 객체 분류를 수행한 후, 정확도

를 분석하였다.

4.4. 딥러닝을 이용한 객체 분류 정확도 분석

Figure 14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포인트넷에 학습하

여 분할을 수행한 후, 평가 데이터 전체를 분류한 결과 

중 도로 클래스만 추출한 것을 나타낸다. Figure 14(a)

는 원본 수치지도 데이터이며, Figure 14(b)는 포인트

넷을 이용하여 분류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평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류된 도로는 원본 데이터와 동

일하게 모두 도로로 분류되었으나, 도로와 색상 정보

가 유사한 일부 건물의 경우 도로로 오분류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ure 15는 평가 데이터 전체를 분류한 결과 중 식

생 클래스만 추출한 것으로 Figure 15(a)는 원본 수치

지도 데이터, Figure 15(b)는 포인트넷을 이용하여 분

류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며, Figure 15(c)는 오분류

를 나타낸다. 분류된 식생은 전체적으로 원본 데이터

와 동일하게 식생으로 분류되었으나, Figure 15(c)와 

같이 도로에 대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객체의 

경우 도로로 오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Original digital map (b) Result of classification

Figure 14. Classification of road using PointNet

Area 1 2 3 4

 1.000 0.999 0.999 0.999

 -0.398 0.510 0.209 -0.013

 -0.094 0.642 0.031 -0.012

 -0.168 0.761 -0.049 0.343

 
211373
.920

211785
.784

211765
.333

211394
.626

 
479866
.483

479972
.621

479583
.611

479697
.490

  15.809 19.191 37.545 29.621

Area 5 6 7 8

 0.999 1.000 0.999 0.999

 1.097 0.124 -0.015 -0.435

 -0.075 -1.572 -0.338 0.770

 -0.179 -0.055 -0.038 0.207

 
211457
.358

211830
.194

211575
.338

211510
.786

 
480010
.630

479259
.421

479748
.954

479607
.612

  28.303 19.012 19.767 25.330

Area 9 10 11 12

 0.999 0.999 1.000 1.000

 -1.315 0.077 -0.006 0.118

 0.457 0.294 -0.792 -0.357

 -0.299 0.308 -0.262 -0.321

 
211360
.821

211517
.900

211620
.410

211356
.428

 
479240
.995

479343
.745

479247
.257

479424
.102

  20.366 19.274 16.472 15.000

Table 8. Estimated three-dimensional coordi-
nate transformation parameters b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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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는 포인트넷을 이용하여 각 객체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학습하고 도로, 건물, 식생을 분류한 결과

이며, Kappa 계수 값은 0.922로 원본 데이터와 분류된 

결과는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건물 객체 수가 309개이나 5개의 오분류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도로와 색상 정보가 유사하며 높

이 값이 낮은 객체에 대해 오분류가 발생하였다. 또한, 

식생 객체 수가 21개이나 1개의 오분류가 발생하였으

며, 이는 객체가 포함하는 영역에 도로 정보가 많이 포

함되어 오분류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Figure 16과 같이 수치

지도 속성 정보를 자동으로 기입하여 공간정보 구축 

및 기 구축된 수치지도를 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Figure 16(a)는 속성 정보가 없는 객체를 나타내

며, Figure 16(b)는 객체 분류를 통해 속성 정보가 기

입된 객체를 나타낸다.

(a) Objects without attribute information

(b) Objects with attribute information entered through
object classification

Figure 16. Part of the objects for which attri-
bute information was entered through object 
classification

4.5. 변화탐지

변화탐지는 기 구축된 2014년 8월 20일과 2016년 

11월 22일의 수치지도와 지형지물 표준 레이어 코드

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분류 대상인 도로, 건물, 식생

으로 편집한 후 수행하였으며, 시기별 각 클래스 객체 

수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에서 2019년은 본 연

구에 사용된 수치지도로 딥러닝을 통해 분류한 349개

의 객체와 평가에 사용되지 않은 수치지도를 합한 것

이다. 2014년에 건물은 1,607개였으나, 2019년에 

1,541개로 크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16년의 객체의 총합인 1,780개였으나, 2019년의 객

체의 총합은 1,750개로 크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과 2019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화탐지를 

수행한 결과의 일부를 살펴보면 Figure 17(a)와 같이 

2014년에는 토지이용현황이 식생이였으나, 2019년에

PointNet
original digital map

Sum
Road Building Vegetation

Road 19 5 1 25

Building 0 304 0 304

Vegetation 0 0 20 20

Sum 19 309 21 349

Accuracy 0.982 Kappa 0.922

Table 9. Classification using PointNet

(a) Original digital 
map

(b) Result of 
classification

(c) Mis-
classification

Figure 15. Classification of vegetation using
Poin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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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igure 17(b)와 같이 건물로 토지이용이 변경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4년에는 다수의 건물

이 존재하였으나, 2019년에는 하나의 고층 건물로 재

건축되며, 주차장 면적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2016년과 2019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화탐지를 

수행한 결과의 일부를 살펴보면 Figure 18(a)와 같이 

다수의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Figure 18(b)와 같이 

2019년에는 도로의 증축으로 인하여 건물의 토지이

용이 도로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제공하는 

실험 대상지인 성환읍의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Figure 19와 같이 2014년의 식생과 건물 면적은 약 

40,650,976 , 5,128,625를 나타내었으나, 2019년

에는 토지이용이 식생에서 건물로 변화함에 따라 식

생의 면적은 약 39,621,096로 감소되었으며, 건물

의 면적은 5,742,752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에 따라 세대 수도 13,493 세대에서 14,333 세대

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천안시 2020). 또한, 

2016년의 도로 면적은 약 2,183,529였으나, 2019

년 도로 증축으로 인하여 도로의 면적은 약 2,464,739

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천안시 2020).

5. 결론

본 연구는 드론 영상을 데이터 처리하여 생성한 포

인트 클라우드를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에 적용하여 

공간정보 분야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도로, 건물, 식

Year Road Building Vegetation Sum

2014 94 1,607 85 1,786

2016 92 1,589 99 1,780

2019 103 1,541 106 1,750

Table 10. Number of objects by year

(a) The year of 2014 (b) The year of 2019

Figure 17. Change detection between 2014 and
2019

(a) The year of 2016 (b) The year of 2019

Figure 18. Change detection between 2016 and 
2019

(a) Change in road area (b) Change in building area (c) Change in vegetation area

Figure 19. Changes in the area of road, building and vegetation in seonghwan-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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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변화

탐지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포인트 클라우드를 딥러닝 기법인 포인트넷

에 적용하여 객체를 분할한 후, 평가 데이터에 사용되

는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분류한 결과, Kappa 계수 값

은 0.922로 원본 데이터와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었다.

둘째, 딥러닝 연구의 대부분은 학습 및 평가 데이터

를 수동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

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 포인트 클라우드와 시간해상도가 유사한 기 구축

된 1:5000 축척의 수치지도를 평가 데이터로 이용함

으로서 수작업으로 평가 데이터를 구축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셋째, 공간정보를 사람에 의해 수동적으로 구축하

는 과정을 공간정보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객

체 분류를 통해 자동으로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

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시계열 

현황자료를 구축할 경우 효과적인 변화탐지와 기 구

축된 수치지도를 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2차원 데이터와 3차원 데이터를 융합하여 인

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거나 추가적인 센서로

부터 취득된 정보를 융합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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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도시의 변화탐지에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려는 관심과 시
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변화탐지와 공간정보 구축방법은 여전히 사람에 의해 수작업으
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변화탐지
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인트 클라
우드에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공간정보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도로, 건물, 식생의 객체를 분류
하고 변화탐지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약 92% 이상의 정확도로 도로, 건물, 
식생을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객체의 속성정보를 자동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시계열 데이터
가 구축된다면 제안한 방법론을 통해서 변화를 탐지할 수 있고 기 구축된 수치지도의 속성을 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인공지능, 딥러닝, 포인트 클라우드, 공간정보, 변화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