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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머신러닝 기반 MMS Point Cloud 의미론적 분할

배재구 1)·서동주2)·김진수 3)†

Machine Learning Based MMS Point Cloud Semantic Segmentation

Jaegu Bae 1)·Dongju Seo2)·Jinsoo Kim 3)†

Abstrac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signing autonomous driving systems is to recognize the exact
location of the vehicle withi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o date, various sensors and navigation
systems have been used for autonomous driving systems; however, all have limitations. Therefore, the
need for high-definition (HD) maps that provide high-precision infrastructure information for safe and
convenient autonomous driving is increasing. HD maps are drawn using three-dimensional point cloud
data acquired through a mobile mapping system (MMS). However, this process requires manual work
due to the large numbers of points and drawing layers, increasing the cost and effort associated with HD
mapp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HD mapping by segmenting
semantic information in an MMS point cloud into six classes: roads, curbs, sidewalks, medians, lanes,
and other elements. Segmentation was performed using variou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including
random forest (RF), support vector machine (SVM), k-nearest neighbor (KNN), and gradient-boosting
machine (GBM), and 11 variables including geometry, color, intensity, and other road design features.
MMS point cloud data for a 130-m section of a five-lane road near Minam Station in Busan, were used
to evaluate the segmentation models; the average F1 scores of the models were 95.43% for RF, 92.1% for
SVM, 91.05% for GBM, and 82.63% for KNN. The RF model showed the best segmentation performance,
with F1 scores of 99.3%, 95.5%, 94.5%, 93.5%, and 90.1% for roads, sidewalks, curbs, medians, and
lanes, respectively. The variable importance results of the RF model showed high mean decrease accuracy
and mean decrease gini for XY dist. and Z dist. variables related to road design, respectively. Thus,
variables related to road design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segmentation of semantic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e applicability of segmentation of MMS point cloud data based on
machine learning, and will help to reduce the cost and effort associated with HD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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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율주행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차량 주변

환경과 정확한 위치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카

메라, radio detection and ranging (RA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등과같은센서와위성항법시스템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추측항법(dead

reckoning, DR) 등이활용된다. 하지만센서의경우인식

범위와폐색으로인해차량주변환경인식에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센서는 안개, 비, 눈과 같은 날씨에

영향을많이받으며실시간으로인지알고리즘을운용

하기 위해 많은 양의 메모리와 컴퓨팅 연산을 필요로

한다. GNSS는 GNSS위성오차, 전리층과대류층통과

시 신호 지연, 다중경로 오차, GNSS수신기 오차가 발

생하며 DR또한측정된오차가누적되어현재위치추

정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차량의정확한위치인식이

어렵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안전하고편리한자율

주행을 위해서는 도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고정밀의인프라정보가필요하다(Kao, 1991; Rustamov

and Hashimov, 2018; Song et al., 2022). 이에따라고정밀

인프라 정보를 제공하는 정밀도로지도(high definition

map, HD map)의필요성은증대되고있다. 정밀도로지

도는도로내차선, 안전표지, 차량방호안전시설등과

같은정적객체의위치정보와도로등급, 도로구축항

목과 유형, 안전표지 유형 등의 속성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통해차량의정확한위치결정과동적객체(차, 사

람)의인식정확도향상과예측문제를해결할수있다

(Jang et al., 2018). 정밀도로지도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mobile mapping system, MMS)을 통해 획득된 3차원

point cloud데이터를이용하여작성된다. Point cloud데

이터는 X, Y, Z위치정보와 Red, Green, Blue색상정보,

강도정보로구성되어있으며, 이를이용해정밀도로지

도를작성한다. 하지만정밀도로지도작성에사용되기

위한 MMS point cloud 데이터의 점밀도 기준은 NGII

(2019)에 따르면 취득 경로의 10 m범위에서 측정했을

때 1 m2 당 400 점 이상의 많은 양의 점을 필요로 한다.

작성되어야할항목은주행경로링크, 노면표시, 신호등,

차량방호안전시설등총 14개이다. 많은양의점으로부

터여러항목의정밀도로지도를작성하기위해서는수

작업이요구되어많은비용과시간이소요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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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율주행차에있어가장중요한요소는차량주변환경과정확한위치를인식하는것이며, 이를위해다

양한센서와항법시스템등이활용된다. 하지만센서와항법시스템의한계와오차로인해차량주변환경과

위치인식에어려움이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고안전하고편리한자율주행을위해서고정밀의인프라정

보를제공하는정밀도로지도(high definition map, HD map)의필요성은증대되고있다. 정밀도로지도는모바일

매핑시스템(mobile mapping system, MMS)을통해획득된 3차원 point cloud 데이터를이용하여작성된다. 하지

만정밀도로지도작성에많은양의점을필요로하고작성항목이많아수작업이요구되어많은비용과시간이

소요된다. 본연구는정밀도로지도의필수요소인차선을포함한도로, 연석, 보도, 중앙분리대, 기타 6개의클

래스로MMS point cloud 데이터를유의미한정보로분할하여정밀도로지도의효율적인작성에목적을둔다. 분

할에는 머신러닝 모델인 random forest (RF), support vector machine (SVM), k-nearest neighbor (KNN) 그리고

gradient boosting machine (GBM)을사용하였고MMS point cloud 데이터의기하학적, 색상, 강도특성과차선분

할을위해추가한도로설계적특성을고려하여 11개의변수를선정하였다. 부산광역시미남역일대 5차선도

로 130 m 구간의 MMS point cloud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할 결과 각 모델의 평균 F1 score는 RF 95.43%,

SVM 92.1%, GBM 91.05%, KNN 82.63%로나타났다. 가장좋은분할성능을보인모델은 RF이며클래스별 F1

score는도로, 보도, 연석, 중앙분리대, 차선에서 F1 score가각각 99.3%, 95.5%, 94.5%, 93.5%, 90.1% 로나타났다.

RF 모델의변수중요도결과는본연구에서추가한도로설계적특성의변수XY dist., Z dist. 모두mean decrease

accuracy (MDA), mean decrease gini (MDG)가높게나타났다. 이는도로설계적특성을고려한변수가차선을포

함한여러클래스분할에중요하게작용하였음을뜻한다. 본연구를통해MMS point cloud를머신러닝기반으

로차선을포함한여러클래스로분할가능성을확인하고정밀도로지도작성시수작업으로인한비용과시간

소모를줄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



정밀도로지도의효율적인작성을위해 point cloud데이

터를유의미한정보로분할하여활용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선행연구를살펴보면, Ma et al. (2019)와 Ye

et al. (2020)는 MMS point cloud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

선을분할하였다. Curb-based기법을통해도로면을추

출하고 Ma et al. (2019)는 강도 임계값, statistical outlier

removal기법을 Ye et al. (2020)는강도임계값, 거리임계

값 기법을 이용하여 차선을 각각 91%, 93%의 F1 score

로 분할하였다 . Li and Cheng (2018)은 terrestrial laser

scanning point cloud 데이터를 random forest (RF)를 사

용하여 point cloud의기하학적특성, 강도특성, 색상특

성으로 구성된 여러 조합의 변수를 통해 6개의 클래스

로분할하였다. 도로, 지주, 연석의 F1 score는각각 98%,

50.3%, 47.4%로 나타났다 . Zaboli et al. (2019)는 MMS

point cloud데이터를 5개의 머신러닝 모델인 k-nearest

neighbors (KNN), gaussian naive bayes (GNB), support

vectormachine (SVM), multilayer perceptron neural network

(MLP), RF를 사용하여 point cloud의 기하학적인 특성,

강도 특성으로 구성된 11개의 변수를 통해 도로, 보도,

지주, 표지판등 8개의클래스로분할하였다. 분할결과

도로, 보도, 표지판, 지주의 F1 Score는 각각 99%, 97%,

82%, 78%로 나타났다. Song et al. (2022)는 MMS point

cloud데이터의위치, 색상, 강도정보를이용 5개의딥러

닝모델Convpoint, Kpconv, SPG, Randla-net, Pointnet++

을사용하여 20개의클래스로분할하였다. 20개의클래

스에는 도로, 보도, 차선, 표지판, 신호등, 연석 등이 있

으며, 차선의 분할 결과는 각 모델 별로 51.1%, 58.4%,

0%, 45.6%, 0%로나타났다.

Point cloud데이터 분할 선행연구는 임계값 기법을

이용하여차선클래스에대해서는높은분할결과를보

이나차선이외에여러클래스로분할하기에는한계가

있다. 머신러닝과딥러닝을이용한연구는다양한모델

과변수를통해높은정확도로여러클래스로분할하였

지만정밀도로지도의중요요소인차선의분할결과가

좋지않거나분할클래스에포함된연구는미미했다.

본연구는정밀도로지도의중요요소인차선을포함

한여러클래스로MMS point cloud데이터분할을통해

효율적인정밀도로지도작성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

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차선 단일 클래스에 대한 분할

에사용된거리임계값기법의특성을추가고려하였다.

거리임계값기법은차선, 연석보도등과같은도로구

성요소가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위치하는

도로설계적특성을이용한기법이다(Ye et al., 2020). 이

러한 도로 설계적 특성과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point

cloud데이터의기하학적특성, 강도특성, 색상특성을

고려해변수를선정하고딥러닝에비해변수사용이용

이한 머신러닝을 분할 모델로 선정하였다. 분할에는

RF, SVM, KNN, gradient boosting machine (GBM) 4개의

모델을 사용하고 모델 간의 분할 성능을 비교 및 평가

하였다.

2. 연구대상지역

부산광역시미남역일대도로 130 m구간에대해연

구 진행하였다. 차량의 진행 방향은 미남역에서 미남

교차로방향의상행도로이며 5차선이다. 해당도로는

정밀도로지도 항목에 포함되는 차선, 연석, 보도, 노면

표시, 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차량안전시설등으로구

성되어있다(Fig. 1).

연구에사용된장비는MMS로 LIDAR, 디지털카메라

등 지형지물 측량 센서와 GNSS, 관성항법장치(inertial

navigation system, INS), 관성측정장치(inertialmeasurement

unit, IMU), 거리측정장치(distance measuring instrument,

DMI) 등의위치및자세측정센서를차량에탑재하여

주행 중에 point cloud데이터를 취득하는 시스템이다.

연구에사용된MMS의재원은 Table 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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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MS specification

Model Laser scanner Scanner frequency Ambiguity distance
Typical accuracy

Horizontal Vertical

Leica pegasus: 
two ultimate

Z+F 9012 
profiler

1,000,000 
points / sec 119 m 0.020 m 0.015 m



3. 방법론

1) 데이터 셋

Point cloud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수를 선정하는 과

정은 point cloud데이터 분할에 있어 중요한 과정이며,

선정된 변수에 따라 분할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할에 적합한 변수 선정이 필요하다. 머신러닝 기반

point cloud분할선행연구의변수특성은Günen (2022),

Atik et al. (2021), Duran et al. (2021), Li et al. (2019)의연구

뿐만아니라대부분의연구에서기하학적특성의변수

를사용하고 Zaboli et al. (2019)는기하학적특성과강도

특성의변수를 Li and Cheng (2018)은기하학적, 강도, 색

상특성의변수를사용하였다. MMS point cloud의차선

분할 연구는 Ma et al. (2019)와 Ye et al. (2020)는 MMS

point cloud를차선분할을위해강도임계값기법을사

용하였고 Song et al. (2022)는딥러닝을사용MMS point

cloud의위치, 색상, 강도특성을사용하여차선을포함

20개의 클래스로 분할하였다. Yin et al. (2022)은 딥러닝

을사용MMS point cloud의강도특성과MMS이미지의

색상특성을결합하여차선을분할하였다. 본연구는차

선을포함한여러클래스로MMS point cloud를분할하

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기반으로 기하학적 특성, 강

도 특성, 색상 특성을 고려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 추

가적으로차선분할에많이사용되는거리임계값기법

의도로설계적특성을고려한변수를선정하여머신러

닝을기반으로차선을포함한여러클래스분할에변수

의적용가능성을확인하고자한다.

도로설계적특성은도로설계기준에따라도로가위

치하는 지역 및 지형의 상황과 계획 교통량, 노선의 성

격이대략비슷한구간에대해서동일한설계기준을적

용하는데해당구간을설계구간이라한다. 이러한설계

구간의 도로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횡단 구성요소의

위치가일정하며, 다음과같은특성을변수로활용하기

위해도로중심선을수작업으로추출한후각점들과도

로중심선의평면거리와높이차를계산하였다.

기하학적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고유값(eigenvalues)

과 법선 벡터(normal vector)를 사용한다. point cloud상

에 p라는점은 3차원공간에서 (x, y, z)로정의되며, point

cloud는 Q={pi∈R3|i=1, …, N}로 정의된다. 고유값을

계산하기위해서 p라는점주변의특정거리내에있는

점집합을만들며식(1)과같다.

VR(p–) = {p∈R3 | dist(p – p–) ≤ R}               (1)

이때, VR(p–)는점 p의반경 R내의 n개의점집합이며, p–

(x′, y′, z′)는점집합의 3차원중심이다. 점 p–와 p의거리

는유클리드기법을통해계산한다. 점집합 VR(p–)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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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tudy area: (a) mathematical location of study area, (b) the yellow polygon represents the roads where the
MMS collects the data, (c) MMS point cloud.



렬 A, 점 집합의 중심을 행렬 B로 나타내면 식(2)이며,

행렬 A와 행렬 B로부터 고유값은 식(3)과 같이 공분산

행렬을통해계산된다.

A = B =          (2)

cov(S) = (A – B) (A – B)T                   (3)

공분산 행렬을 통해 계산된 고유값은 3차원의 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λ1, λ2, λ3 3개의 값을 가지며, 크기는

λ1≥λ2≥λ3이다. 이러한 고유값은 점 집합의 공간 분포

패턴을정략적으로특성화하는데사용한다.

일반적으로점집합의분포특성은 3가지이며 Fig. 2

와 같다. 점의 분포가 불규칙형(scatter)일 때 고유값은

λ1≈λ2≈λ3, 선형(linear)일 때 λ1≥λ2≈λ3, 면형(surface)일

때 λ1≈λ2≥λ3로 나타난다. planarity, linearity, verticality,

ominvariance 4개의변수가고유값을통해계산된다. 법

선벡터는평면과직교하는벡터이다. 점 p(x, y, z)에대

한 법선 벡터는 이웃 점들과 가장 적합한 평면을 추정

하여계산할수있다(Akman and Jonker, 2010). 점 p의반

경 R내에이웃점 p0(x0, y0, z0)의벡터는 p0
→p이며법선벡

터 n과 벡터 r0를 통해 p0
→p=(x – x0 · y – y0, z – z0)=n – r0

로나타낼수있다. 벡터 p0
→p는법선벡터 n에수직이기

때문에 n · (n – r0)=0이며, 해당벡터방정식을 n=(nx, ny,
nz)와식(4), (5)를통해계산된최종식(6)으로평면에대

한 스칼라 값 nx, ny, nz 변수를 계산한다. 고유값과 법선

벡터계산을위한반경 R은 0.25 m로선정하였다.

(nx, ny, nz) · (x – x0 ª y – y0, z – z0) = 0            (4)

nx(x – x0) + ny(y – y0) + nz(z – z0) = 0             (5)

nxx + nyy + nzz + d = 0                        (6)

강도특성은 LIDAR센서로부터발사된빛이물체에

반사되어돌아오는세기이며물체에매질에따라다른

강도를가진다. 도로환경내의차선에는운전자들의야

간및우천시시인성을높이기위해유리구슬이포함되

어 있다. 따라서 차선은 도로면과 강도 차이를 보이며,

이를 이용 많은 연구에서 차선 분할을 위해 강도 특성

이사용되고있다(Gao et al., 2017; Yan et al., 2016).

색상특성은 point cloud데이터의 Red, Green, Blue로

구성되며, 값의범위가 0~255로써, 각각변수로사용하

기에는 계산량이 많다.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 회색조

(grayscale)로 변경하였다 . 회색조로 변경하는 식은

G=ω1Red + ω2Green + ω3Blue이며, 분할하고자하는클

래스에 따라 각 색상의 가중치(ω)를 다르게 주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할 클래스가 다양함으로 가중치를 색상

별로동일하게 1로설정하여회색조로변경하였다(Liu

et al., 2018).

MMS point cloud데이터의도로설계적특성, 기하학

적특성, 강도특성, 색상특성을고려하여 11개의변수

를선정하였으며 Table 2와같다.

MMS측량은NGII (2020)에따라상행과하행차로를

구분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MMS

point cloud는 상행 방향으로 측량된 데이터이다. 상행

차로의 point cloud만사용하기위해수작업으로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였다(Fig. 3). 데이터 셋은 정밀도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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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n

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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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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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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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eigenvalues according to distribution of points: (a) scatter, (b) linear, (c) surface.



도항목에포함되는도로, 차선, 연석, 중앙분리대, 보도

와 point cloud의잡음(noise)을제거하기위한기타클래

스로 선정하였다. 학습 데이터 셋과 테스트 데이터 셋

의비율을 6:4로구축하였다. 각클래스별점의개수는

Table 3과같다.

2) 적용 모델

선행연구의 point cloud특성들과 추가된 도로 설계

적특성을고려한변수를이용하여구축된데이터셋분

할에 적합한 머신러닝 모델을 비교 및 평가하고자 RF,

SVM, KNN, GBM 4가지모델을사용하였다.

RF는 앙상블 머신러닝 모델로 각 데이터 마다 개별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DT)를 구축하는 배깅과 의

사결정나무 구축 시 변수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랜덤

서브스페이스로 구성된다. 생성된 각각의 의사결정나

무들이 내린 예측 값들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값을 최종

예측 값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방법을 각 모델들의 독

립성, 일반화, 무작위성을 최대화 시켜 일반적인 하나

의의사결정나무보다높은예측정확도를가지며과대

적합에대해견고하며데이터의양이많더라도처리속

도가빠르다(Breiman, 2001; Lee et al., 2022).

SVM은 지도학습 머신러닝 모델 중 하나이다. N차

원의공간에서클래스의데이터간최대거리를갖는초

평면(hyperplane)을 찾아 데이터를 분류한다(Atik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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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st of the applied independent variable for segmentation
Road design features Geometric features Color and intensity features

XY dist. Plane distance from
centerline Planarity

λ2 – λ3——–
λ1

Gray R + G + B————–
3

Z dist. Height distance from
centerline Linearity

λ1 – λ2——–
λ1

Intensity I

Verticality 1 – | [001], λ3 |

Omnivariance 3
λ1 λ2 λ3

Normal vector nx, ny, nz

Fig. 3.  MMS point cloud data preprocessing: (a) raw point cloud, (b) preprocessed point cloud.

Table 3.  Point distribution of the classes in train dataset and test dataset
Road Curb Lane Sidewalk Median Else Total

Train 2,242,991 25,634 122,457 79,745 35,986 1,185,341 3,692,154
Test 1,387,522 7,173 91,802 23,460 48,504 1,115,313 2,673,774



2021). 이러한 최대 거리를 마진(margin)이라고 부르며

데이터를 더 정교하게 분류하도록 한다(Duran et al.,

2021). 커널 선택에 따라 SVM모델의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본연구에서는 SVM의 4가지커널 linear, sigmoid,

polynomial, radial basis function (RBF) 중RBF커널을사용하

였다. RBF커널은다양한변수를가진데이터분류에적

합하고파라미터조정을통해과대적합과과소적합에

견고하여비교적높은정확도를보인다(Kang et al., 2013).

KNN은유클리드거리를통해특정점주변의점군

집을만들며, 점군집의클래스에따라특정점의클래스

를 결정한다. KNN은 일반적인 내부 모델을 따로 생성

하지않는 sample-based learning과 non-generalized learning

기법을 사용한다. 또한 nonparametric방법으로 매개변

수에대한수의제약을받지않고파라미터를가지고있

지않기때문에학습데이터에의해서만학습모델이결

정된다. KNN은 분류 결과를 다른 방법들보다 설명하

기용이하다(Zhang and Zhu, 2017; Duran et al., 2021).

GBM은 여러 개의 약한 분류기(week learner)를 조합

하여사용하는머신러닝모델중하나로약한분류기는

DT를사용한다. 부스팅계열에속하는알고리즘으로함

수최적화를위해경사하강법을사용한다. 경사하강법

을사용손실함수(loss function)의크기를최소화시키는

가중치(weight)를찾고손실함수의 negative gradient인잔

차(residual)를순차적으로약한분류기에학습시켜가중

치수정과결합을통해최종모델인강한분류기(strong

learner)를만든다(Natekin and Knoll, 2013; Bui et al., 2021).

4. 결과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각 클래스 별 데이터의 수가 불균형

하기때문에머신러닝모델의분할성능평가지표로정

확도(accuracy)를사용할경우정확도가편향(bias) 될수

있다. 따라서데이터의수가불균형할때모델의성능을

잘평가할수있는 F1 score평가지표를사용하였다. F1

score는정밀도(precision)와재현율(recall)의조화평균을

통해모델의성능을평가하며각평가지표의계산식은

식(7), (8), (9)와같다(Ibrahim et al., 2018). 이러한평가지

표는 예측한 값과 실제 값 간의 혼동행렬(confusion

matrix)인 Table 4를 통해계산된다.

Recall =                            (7)

Precision =                         (8)

F1 score = 2 ×               (9)

MMS point cloud데이터분할결과는 Table 5, Fig. 4와

같다. 도로 클래스에서는 모든 모델의 F1 score가 98%

이상으로높게나타났으며, RF모델의 F1 score가 99.3%

로 가장 높았다. 기타 클래스에서는 모든 모델의 F1

score가 99% 이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이는

point cloud의잡음제거에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중

앙분리대클래스는 SVM이 F1 score 96.8%로가장높았

고 RF, KNN, GBM 순으로 F1 score가 각각 94.5%,

94.4%, 91.9%의정확도를보였다. 보도, 연석, 차선클래

스는모두 RF모델의 F1 score가 95.5%, 93.5%, 90.1%로

TP
TP + FN

TP
TP + FP

recall × precision
reacll + 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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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fusion matrix
Actual

Predict True False

True true positive (TP) false positive (FP)
False false negative (FN) true negative (TN)

Table 5.  Segmentation results of precision (PR), recall (R), and F1 score (F1) values (Unit: %)
Method Road Curb Lane Sidewalk Median Else

RF
PR/R 99.2/99.4 95.5/91.6 91.9/88.3 92.8/98.3 97.0/92.1 99.6/99.7

F1 99.3 93.5 90.1 95.5 94.5 99.7

SVM
PR/R 98.7/99.2 78.4/82.8 88.3/82.8 92.2/90.3 96.5/97.1 99.7/99.7

F1 98.9 80.6 85.4 91.2 96.8 99.7

GBM
PR/R 98.0/99.7 81.5/83.6 96.9/73.7 91.1/88.2 92.8/91.0 99.6/99.5

F1 98.9 82.6 83.7 89.7 91.9 99.5

KNN
PR/R 98.1/98.2 52.8/69.1 65.8/70.4 76/82.2 95.7/93.1 97.0/96.0

F1 98.1 59.8 68.0 79.0 94.4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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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gmentation results of methods: (a) ground truth, (b) RF, (c) SVM, (d) GBM, (e) KNN.



가장 높은 분할 정확도를 보였다. 두번째로 높은 정확

도와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들과 RF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해 보면 보도 클래스에서 SVM 모델과

KNN모델 정확도보다 각각 4%, 25% 이상 높았다. 연

석 클래스에서도 GBM 모델과 KNN 모델 보다 10%,

30% 이상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차선 클래스 또한 다

른모델과비교하여 4%에서 22%까지높은분할정확도

를 보였다. 6개의 클래스 중 5개의 클래스에서 높은 정

확도를보이는 RF모델의평균 F1 score는 95%로MMS

point cloud분할에있어가장우수한모델로나타났다.

RF모델의 분할 결과를 살펴보면, 6개의 클래스 중

차선의 F1 score가가장낮게나타났다. 이는차선과도

로의분할에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차선은도로에인

접하게 위치하고 분할을 위해 사용된 point cloud의 기

하학적 특성 변수는 유사하여 도로 설계적 특성, 강도

특성, 색상 특성의 변수들을 통해 도로와 차선은 분할

된다. MMS point cloud데이터의색상정보는 RGB카메

라를통해획득된이미지를통해생성된다(Elhashash et

al., 2022). 하지만MMS의이미지는주행중에촬영되기

때문에 MMS주변의 주행하는 차량에 의해 정확한 색

상정보를획득할수없게된다. 이로인해 Fig. 5와같이

도로의색상정보와다른정보를가짐으로써도로로분

할 되어야 할 점이 차선으로 분할되었다. 도로에 비해

높은 강도 정보를 가져 차선으로 분할 되어야 할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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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

Fig. 6.  Lane segmentation result of RF: insufficient glass content in lane. (a) input point cloud, (b) ground truth, (c) point
cloud intensity variable, (d) segmentation result.

Fig. 5.  Lane segmentation result of RF: color information in MMS point cloud is incorrect. (a) input point cloud, (b) ground
truth, (c) segmentation result.



도로로분할된경우는차선의유리함량부족으로인해

발생한다. Fig. 6는 차선의 유리 함량 부족으로 인해 강

도정보가낮아져도로로분할한경우를나타낸것이다.

상대적으로다른클래스에비해차선클래스는낮은

분할정확도를보였지만선행연구의분할결과와비교

해 보면, 차선 포함 여러 클래스를 분할함에도 임계값

을 이용하여 차선 만을 분할한 연구와 F1 score의 차이

는 93%와 90%로거의유사하였다(Ye et al., 2020).

중앙분리대의 precision은 97%, recall은 92% 나타난

다. 상대적으로낮은 recall이나타나는이유는주행차량

으로인한 LIDAR의폐색부분이발생하여, 중앙분리대

point cloud의기하학적특성변수가기존값과다른값

을가져중앙분리대를기타로분할하였다(Fig. 7). 도로,

연석, 보도 클래스는 도로 설계적 특성 변수로 인해 도

로 구조 상 인접하지 않은 클래스로는 거의 분할 되지

않았다. 차선을제외한클래스인도로, 연석, 보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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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important variable of RF according to MDA and MDG.

Fig. 7.  Median segmentation result of RF: occlusion of LIDAR occurs. (a) ground truth, (b) segmentation result, (c) verticality
variable, (d) nx variable.



분리대도선행연구결과와비교하여유사한 F1 score를

보였다(Li and cheng, 2018; Hou et al., 2022; Zaboil et al.,

2019).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인 RF 모델은 mean decrease

accuracy (MDA), mean decrease gini (MDG)를통해변수

의중요도를판별할수있다. MDA는변수가모델정확

도향상에얼마나기여했는지나타내는지표로기존모

델의정확도와특정변수를제거한후재구축한변수들

로얻어진변수정확도의차이를통해계산된다. MDG

는특정변수로인해모델의불순도를감소시키는정도

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두 지표 모두 값이 높을수록 중

요한변수이다(Calle and Urrea, 2011). RF모델의변수중

요도는 Fig. 8과 같다. MDA는 intensity, gray, XY dist., Z

dist. 순으로, MDG는 Z dist., nz, verticality, XY dist. 순으

로높은결과를보였다. 본연구에서추가한 XY dist., Z

dist. 모두 MDG, MDA가 높으며, 이는 도로 설계적 특

성을고려한변수가차선을포함한여러클래스분할에

중요하게작용하였음을뜻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MMS point cloud데이터를 정밀도로지도

의필수요소인차선을포함한도로, 연석, 보도, 중앙분

리대, 기타 클래스로 분할 하기위해 point cloud의 기하

학적특성, 색상특성, 강도특성과도로설계적특성을

추가로고려하여 11개의변수를선정하였다. 선정된 11

개변수와RF, SVM, GBM, KNN모델을이용하여MMS

point cloud를분할하고, 모델간성능을비교및평가하

였다. 모델 평가에는 데이터 셋이 불균형 하기 때문에

F1 score를 평가지표로 사용하였다. 분할 결과 평균 F1

score가 RF 95.43%, SVM 92.1%, GBM 91.05%, KNN

82.63%로나타났다. RF모델의클래스별 F1 score는도

로 99.3%, 보도 95.5%, 중앙분리대 94.5%, 연석 93.5%,

차선 90.1%로 중앙분리대를 제외한 모든 클래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선과 중앙분리대는 MMS주변

의주행차량으로인한 point cloud오류로분할정확도

가감소하였지만선행연구와비교하여모든클래스의

정확도는 유사하였다. RF모델의 변수 중요도 판별을

통해 사용된 변수 중 도로 설계적 특성을 고려한 추가

변수 XY dist., Z dist.가 분할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

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선을 포함한 MMS

point cloud분할에 머신러닝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정밀도로지도의필수요소인차선을포함한

의미론적인분할을통해정밀도로지도작성시수작업

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소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판단된다. 향후연구에서MMS point cloud의색상

과 폐색으로 인한 오류 해결 방안과 분할 클래스에 포

함되지 못한 표지판, 신호등과 같은 클래스 분할을 위

해 point cloud데이터의 특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와

도로의유형은다양하기때문에구축된학습모델을다

른유형의도로에적용시켜범용성확인이필요할것으

로사료된다.

사사

이논문은부경대학교자율창의학술연구비(2021년)

에의하여연구되었음.

References

Akman, O. and P. Jonker, 2010. Computing Saliency
Map from Spatial Information in Point Cloud
Data, In: Blanc-Talon, J., Bone, D., Philips, W.,
Popescu, D., Scheunders, P. (eds), Advanced
concepts for intelligent vision systems, Springer,
Berlin, Heidelberg, Germany, vol. 6474, pp. 290-
299. https://doi.org/10.1007/978-3-642-17688-
3_28

Atik, M.E., Z. Duran, and D.Z. Seker, 2021. Machine
Learning-Based Supervised Classification of Point
Clouds Using Multiscale Geometric, International
Journal of Geo-Information, 10(3): 187. https://
doi.org/10.3390/ijgi10030187

Breiman, L., 2001. Random forests, Machine Learning,
45(1): 5-32. https://doi.org/10.1023/A:101093340
4324

Bui, Q.T., T.Y. Chou, T.V. Hoang, Y.M. Fang, C.Y. Mu,

머신러닝 기반 MMS Point Cloud 의미론적 분할

– 949 –

https://doi.org/10.1007/978-3-642-17688-3_28
https://doi.org/10.1007/978-3-642-17688-3_28
https://doi.org/10.3390/ijgi10030187
https://doi.org/10.3390/ijgi10030187
https://doi.org/10.1023/A:1010933404324
https://doi.org/10.1023/A:1010933404324


P.H. Huang, V.D. Pham, Q.H. Nguyen, D.T.N.
Anh, V.M. Pham, and M.E. Meadows, 2021.
Gradient Boosting Machine and Object-Based
CNN for Land Cover Classification, Remote
Sensing, 13(14): 2709. https://doi.org/10.3390/
rs13142709

Calle, M.L. and V. Urrea, 2011. Letter to the Editor:
Stability of Random Forest importance measures,
Briefings in Bioinformatics, 12(1): 86-89. https://
doi.org/10.1093/bib/bbq011

Duran, Z., K. Ozcan, and M.E. Atik, 2021. Classification
of Photogrammetric and Airborne LiDAR Point
Clouds Usi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
Drones, 5(4): 104. https://doi.org/10.3390/drones
5040104

Elhashash, M., H Albanwan, and R. Qin, 2022. A Review
of Mobile Mapping Systems: From Sensors to
Applications, Sensors, 22(11): 4262. https://doi.org/
10.3390/s22114262

Gao, Y., R. Zhong, T. Tang, L. Wang, and X. Liu,
2017. Automatic extraction of pavement markings
on streets from point cloud data of mobile lidar,
Measurement Science and Technology, 28(8):
085203. https://doi.org/10.1088/1361-6501/aa76a3

Günen, M.A., 2022. Adaptive neighborhood size and
effective geometric features selection for 3D
scattered point cloud classification, Applied Soft
Computing, 115: 108196. https://doi.org/10.1016/
j.asoc.2021.108196

Hou, Q., C. Ai, and N. Boudreau, 2022. Network-Level
Guardrail Extraction Based on 3D Local Features
from Mobile LiDAR Sensor, Journal of Computing
in Civil Engineering, 36(6): 04022035. https://
doi.org/10.1061/(ASCE)CP.1943-5487.0001049

Ibrahim, M., M. Torki, and N.E. Makky, 2018. Imbalanced
Toxic Comments Classification Using Data
Augmentation and Deep Learning, Proc. of 2018
17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and Applications (ICMLA), Orlando,
FL, Dec. 17-20, pp. 875-878. https://doi.org/

10.1109/ICMLA.2018.00141
Jang, W., J. An, S. Lee, M. Cho, M. Sun, and E. Kim,

2018. Road Lane Semantic Segmentation for High
Definition Map, Proc. of 2018 IEEE Intelligent
Vehicles Symposium (IV), Changshu, China, Jun.
26-30, pp. 1001-1006. https://doi.org/10.1109/
IVS.2018.8500661

Kang, N.Y., G.S. Young, and C.G. Sung, 2013. A
Comparative Study on Suitable SVM Kernel
Function of Land Cover Classification Using
KOMPSAT-2 Image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21(2):
19-2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ttps://
doi.org/10.7319/kogsis.2013.21.2.019

Kao, W.W., 1991. Integration of GPS and dead-reckoning
navigation systems, Proc. of Vehicle Navig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Conference, Troy, MI,
Oct. 20-23, pp. 635-643. https://doi.org/10.1109/
VNIS.1991.205808

Lee, Y., S. Lee, and J. Park, 2022.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Crown Classes and Selection of Thinned Trees
for Major Conifers Using Machine Learning
Techniqu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Forest
Science, 111(2): 302-31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ttps://doi.org/10.14578/jkfs.2022.111.
2.302

Li, Q. and X. Cheng, 2018. Comparison of Different
Feature Sets for TLS Point Cloud Classification,
Sensors, 18(12): 4206. https://doi.org/10.3390%2
Fs18124206

Li, Y., G. Tong, X. Du, X. Yang, J. Zhang, and L. Yang,
2019. A Single Point-Based Multilevel Features
Fusion and Pyramid Neighborhood Optimization
Method for ALS Point Cloud Classification,
Applied Sciences, 9(5): 951. http://dx.doi.org/
10.3390/app9050951

Liu, S., L. Lu, X. Zhong, and J. Zeng, 2018. Effective
Road Lane Detection and Tracking Method Using
Line Segment Detector, Proc. of 2018 37th Chinese
Control Conference (CCC), Wuhan, China, Jul.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8, No.5-3, 2022

– 950 –

https://doi.org/10.3390/rs13142709
https://doi.org/10.3390/rs13142709
https://doi.org/10.1093/bib/bbq011
https://doi.org/10.1093/bib/bbq011
https://doi.org/10.3390/drones5040104
https://doi.org/10.3390/drones5040104
https://doi.org/10.3390/s22114262
https://doi.org/10.3390/s22114262
https://doi.org/10.1088/1361-6501/aa76a3
https://doi.org/10.1016/j.asoc.2021.108196
https://doi.org/10.1016/j.asoc.2021.108196
https://doi.org/10.1061/(ASCE)CP.1943-5487.0001049
https://doi.org/10.1061/(ASCE)CP.1943-5487.0001049
https://doi.org/10.1109/ICMLA.2018.00141
https://doi.org/10.1109/ICMLA.2018.00141
https://doi.org/10.1109/IVS.2018.8500661
https://doi.org/10.1109/IVS.2018.8500661
https://doi.org/10.7319/kogsis.2013.21.2.019
https://doi.org/10.7319/kogsis.2013.21.2.019
https://doi.org/10.1109/VNIS.1991.205808
https://doi.org/10.1109/VNIS.1991.205808
https://doi.org/10.1109/VNIS.1991.205808
https://doi.org/10.1109/VNIS.1991.205808
https://doi.org/10.3390%2Fs18124206
https://doi.org/10.3390%2Fs18124206
http://dx.doi.org/10.3390/app9050951
http://dx.doi.org/10.3390/app9050951


25-27, pp. 5222-5227. https://doi.org/10.23919/
ChiCC.2018.8482552

Ma, L., Y. Li, J. Li, Z. Zhong, and M.A. Chapman,
2019. Generation of Horizontally Curved Driving
Lines in HD Maps Using Mobile Laser Scanning
Point Clouds,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Applied Earth Observations and Remote Sensing,
12(5): 1572-1586. https://doi.org/10.1109/JSTARS.
2019.2904514

Natekin, A. and A. Knoll, 2013 Gradient boosting
machines, a tutorial, Frontiers in Neurorobotics,
7(21): 1-21. https://doi.org/10.3389/fnbot.2013.
00021

NGII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19.
High definition Map Construction manual,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Korea.

NGII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2020.
High definition Map Construction work regulations,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Suwon,
Korea.

Rustamov, R.B. and A.M. Hashimov, 2018. Multifunctional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GPS, IntechOpen,
London, UK. http://doi.org/10.5772/intechopen.
71221

Song, H., K. Jo, J. Cho, Y. Son, C. Kim, and K. Han,
2022. A training dataset for semantic segmentation
of urban point cloud map for intelligent vehicles,
ISPRS Journal of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187(4): 159-170. https://doi.org/10.1016/
j.isprsjprs.2022.02.007

Yan, L., H. Liu, J. Tan, Z. Li, H. Xie, and C. Chen, 2016.

Scan Line Based Road Marking Extraction from
Mobile LiDAR Point Clouds, Sensors, 16(6): 903.
https://doi.org/10.3390%2Fs16060903

Ye, C., H. Zhao, L. Ma, H. Jiang, H. Li, R. Wang,
M.A. Chapman, J.M. Junior, and J. Li, 2020.
Robust Lane Extraction From MLS Point Clouds
Towards HD Maps Especially in Curve Road,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23(2): 1505-1518. https://doi.org/10.1109/
TITS.2020.3028033

Yin, R., Y. Cheng, H. Wu, Y. Song, B. Yu, and R. Niu,
2022. FusionLane: Multi-Sensor Fusion for Lane
Marking Semantic Segmentation Using Deep
Neural Networks, IEEE Transactions on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23(2): 1543-1553. https://
doi.org/10.1109/TITS.2020.3030767

Zaboli, M., H. Rastiveis, A. Shams, B. Hosseiny, and
W. Sarasua, 2019. Classification of Mobile
Terrestrial LIDAR Point Cloud in Urban Area
Using Local Descriptors, The International Archives
of Photogrammetry, Remote Sensing and Spatial
Information Sciences, 42(W18): 1117-1122. http://
dx.doi.org/10.5194/isprs-archives-XLII-4-W18-
1117-2019

Zhang, N. and J. Zhu, 2017. Privacy-preserving access
control scheme for outsourced data in cloud, In:
Fan, M., Heikkilä, J., Li, H., Shaw, M., Zhang,
H. (eds), Internetworked World, Springer, Cham,
Switzerland, vol. 296, pp. 215-224. http://dx.doi.
org/10.1007/978-3-319-69644-7_22

머신러닝 기반 MMS Point Cloud 의미론적 분할

– 951 –

https://doi.org/10.23919/ChiCC.2018.8482552
https://doi.org/10.23919/ChiCC.2018.8482552
https://doi.org/10.1109/JSTARS.2019.2904514
https://doi.org/10.1109/JSTARS.2019.2904514
https://doi.org/10.3389/fnbot.2013.00021
https://doi.org/10.3389/fnbot.2013.00021
http://doi.org/10.5772/intechopen.71221
http://doi.org/10.5772/intechopen.71221
https://doi.org/10.1016/j.isprsjprs.2022.02.007
https://doi.org/10.1016/j.isprsjprs.2022.02.007
https://doi.org/10.3390%2Fs16060903
https://doi.org/10.1109/TITS.2020.3028033
https://doi.org/10.1109/TITS.2020.3028033
https://doi.org/10.1109/TITS.2020.3028033
https://doi.org/10.1109/TITS.2020.3028033
http://dx.doi.org/10.5194/isprs-archives-XLII-4-W18-1117-2019
http://dx.doi.org/10.5194/isprs-archives-XLII-4-W18-1117-2019
http://dx.doi.org/10.5194/isprs-archives-XLII-4-W18-1117-2019
http://dx.doi.org/10.1007/978-3-319-69644-7_22
http://dx.doi.org/10.1007/978-3-319-69644-7_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