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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 

 

이미지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3차원 모델 생성 플랫폼에 

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수집한 영상 또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3D 

모델을 생성하는 플랫폼의 설계와 구성에 대해서 제안한다. 기존에 3D 모델링 

또는 이를 활용한 지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점의 형상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모델링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이는 측정의 어려움과 번거로움뿐 

아니라, 모든 지점의 오브젝트를 개별적으로 모델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을 일반적인 2D 이미지를 분석하여 측정 작업을 

자동화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각각의 구성요소의 기능을 

정의한다. 또한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절차인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단계의 각 

프로세스에 따른 기능과 수행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수집단계에서는 기본 데이터가 되는 이미지 영상을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수집하기 위한 절차 및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단계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3D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분석과정 및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활용단계 

에서는 최종적으로 획득한 3D모델링 정보를 VR입체영상, 게임, 로봇 또는 드론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유즈케이스를 살펴본다. 전체 아키텍처와 플랫폼 구성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각 과정에 대한 실험을 통해 플랫폼의 현실성을 검증한다. 

 

주제어 : video analysis, image processing, 3D reconstruction, computer vision, 

crowd 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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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데이터에 대한 개방과 공유라는 측면에서 많은 공공 데이터가 정부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중에서 3 차원 공간정보의 경우, 모델 구축에 

필요한 항공사진을 촬영하는 비용과 수량의 부족에 의해 신속한 업데이트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위해 건축물 대장의 재건축, 증축정보 등을 활용하여 공간정보에 

대한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20]. 공간정보 활용 

플랫폼인 브이월드 1 의 경우 기본적인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의 감소 2 

등으로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최근 위와 

같은 실 세계에 대한 3D 모델링 정보는 인간의 필요보다 오히려 로봇, 드론 등, 

머신이 사용하는 정보로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머신이 주변 환경을 

빠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개별 머신의 처리보다 실 세계에 대한 공통적인 모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머신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최근 컴퓨터 비전은 다양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으며, 

보안감시, 얼굴인식, 객체인식, 문자인식 등 우리의 생활 곳곳에 실제 적용이 되고 

있으며, 구글을 비롯한 애플, 테슬라 등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이 더 고도화된 

분야에 까지 이르고 있다. 초기의 컴퓨터 비전이 인간의 시각을 닮은 연구에 

치중하였다면, 최근 컴퓨터 비전은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오히려 인간의 

인지능력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거수자를 인식하여 24 시간 감시하는 

보안카메라, 주차장의 차량 번호판 인식, 범죄자 추적 및 확인을 위한 얼굴 매칭 

                                       
1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 브이월드(Vworld)는 국가에서 보유한 공간정보 및 행정정보를 통합서비

스하고 사용자 스스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이다.(공간정보산업진흥원, 

www.spacen.or.kr, www.vworld.kr) 
2 보도참고자료,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진흥과, 201611.2 

http://www.spacen.or.kr/
http://www.v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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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그 예다. 하지만, 개별적인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의 발달과 패턴인식, 이벤트 

검출 등의 영역에 대한 발전만으로는 통합적인 비전인식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단순히 센서를 활용한 주변 환경 인식에서는 그 범위와 처리량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비전인식의 동향 측면에서 보면, 인간이 처리하기 어려운 용량과 

정확도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전 인식의 활용 주체가 인간이 아닌 로봇 

또는 드론이 그 활용주체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전인식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머신이 되는 상황에서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3 차원 모델링 정보의 제공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개별 머신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 

현재 로봇과 드론은 괄목할 만한 수로 증가하고 있다. 아래 그림 1.1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로봇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나 개인서비스용의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세계로봇시장 추이와 분야별 비율분포3 

 

                                       

3  IFR(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의 'World Robotics 2015' 보고서 



3 

 

그림 1.2 는 이러한 서비스용 로봇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사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의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한국 로봇 수요산업구성 및 개인서비스용 산업구성4 

 

또한 그림 1.3 에서는 드론의 경우 아직은 군사용에 초점이 맞춰줘 있으나, 

민간/상업용 드론의 증가도 증가추세가 확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영화, 영상, 사진촬영에 대한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세계 드론 산업시장 및 분야별 비중5 

                                       
4
 한국로봇산업협회(’15.10), ‘2014년 로봇산업실태조사 

5
 좌) TealGroup(항공우주무기시장 컨설팅업체), 우) Drone Analyst, MarketWatch(2015.7.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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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보듯이 전통적으로 로봇은 생산을 위한 공장에서 고정적으로 

활용되거나, 특정 위치의 물건이동을 위해서 센서를 활용하여 움직이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또 특정한 센서의 고도화를 통해 인간이 판별하기 힘든 불량품을 

센서의 고성능을 통해 판별해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림 1.1 과 같이 점점 더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그림 1.3 에서 

보듯이 드론은 현재 레저용이나, 항공 촬영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일부 

시범적으로 배달서비스를 위해 활용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은 보편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로봇이 자신의 환경을 이동하는 능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이러한 인식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 적외선 센서의 경우는 

외부에서는 동작에 제한이 있다. 근접센서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길이나, 모양을 인식하기 어렵다[4].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센서를 통하여 

로컬 맵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인식을 수행하고, 각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센서의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2]. 

이와 같이 이동하는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이들 머신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로봇과 드론의 활용이 활성화되고, 실제 생활에 활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중 중요한 부분이 공간에 대한 인식이다. 인간이 이해하는 공간은 

인간의 시각에 의해 아주 직관적으로 판단되고, 이해되지만, 로봇과 드론과 같은 

머신, 즉 컴퓨터 비전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계산에 의해서 판단이 된다. 또한 

이렇게 판단된 공간도 일부 공간 즉, 센서가 도달하는 공간의 지역적인 공간에 

한정됨으로써 전체적인 예측과 계획이 어렵고, 머신의 비전인식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이 생활하는 전체 공간에 대해서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매핑이 되어야 하고, 인간이 이해하는 공간을 머신도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3D 공간으로 모델링 된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데이터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하고 3D 공간을 분석 및 



5 

 

모델링하여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낮은 성능의 로컬 머신에서도 Navigation 을 위한 정보를 서버를 통해 

분석/처리함으로써 비용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10]. 

이러한 플랫폼은 로봇이 현재의 위치를 인식하게 하고, 이동을 위한 경로를 

제공하고, 드론이 시내를 활공하기 위한 좌표와 정확한 목표를 제공하고 장애물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실외 및 실내를 

포함한다. 특히나 공장에서 생산을 위한 로봇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서비스용 

로봇의 경우 실내에 대한 공간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D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체 아키텍처와 각 구성에 필요한 기능 및 프로세스를 정의함으로써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3D 모델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별 목적을 위한 알고리즘의 개선보다는 컴퓨터 비전을 

활용하여 3D 맵을 생성하는 플랫폼으로서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각 구성 별 기능 및 절차와 과정을 수립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활용하는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일반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변환하여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비전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최종적으로 변환된 모델은 GPS 6 

좌표와 매핑하여 전체적인 3D 맵을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맵은 단순히 

                                       
6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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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맵의 대체 또는 상세화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모델링 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화 된 공간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설명한 

전체 플랫폼에 대한 아키텍처 구성을 위해서 데이터 입력부터 최종 출력까지 어떤 

방식으로 원천 데이터가 가공 처리되어 유용한 정보로 변환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위 아키텍처의 각 구성요소, 즉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활용과 이를 활용한 유즈케이스를 도출한다. 각각의 구성요소 별 상세한 기능 및 

절차를 정의하여 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역할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각 

과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플랫폼의 현실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4 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각각의 절차를 보여준다.   

 
그림 1.4 연구 Framework 

 

앞장의 연구 목표 설정에 이어 다음 장에서는 생산현장의 로봇,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로봇 및 항공촬영에 사용되는 드론 등의 사례를 먼저 살펴본다. 이어서 

본 플랫폼 설계를 위해 필요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고, 해당 연구들이 위 

플랫폼의 각 요소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각각의 요소기술이 

실제 플랫폼의 구성에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살펴보고 전체 구성 플랫폼에서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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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발전된 개별적인 알고리즘 및 기술요소들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된 플랫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사용자 이미지 

데이터의 지속적인 보완 및 최적화를 통한 시스템의 고도화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일회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공간의 변형 및 변화에 따라 기존의 

수립된 모델이 쓸모 없어지고, 정확도가 낮아지게 되는 문제를 발생 시점마다 

수작업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머신 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오늘날 각광을 받고 있는 다양한 

머신 러닝을 살펴보고 본 플랫폼에서 적합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어떠한 것인지, 

해당 알고리즘을 어떤 부분에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데이터가 생성되는 부분에서부터 모델이 구성되고, 

이러한 모델이 실제 사용자에게 활용되는 단계,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입력데이터에 따라 시스템이 항상 특정 성능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와 범위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 장에서는 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각각의 

관련 연구들의 제약과 본 플랫폼 아키텍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소개한다. 

제 3 장에서는 제안 플랫폼의 설계를 수행하고, 제 4 장에서는 이를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한다. 제 5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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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관련 연구에서는 3D 모델생성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관련 연구를 

살펴본다. VR 7 에 활용되는 입체영상, 로봇 및 드론의 활용에 필요한 공간정보 

인식의 필요성, 이미지를 이용한 3D Reconstruction, 이미지 분석 활용에 필요한 

딥러닝, 그리고 이미지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살펴본다.  

  

2.1 VR및 로봇비전 

VR(Virtual Reality)을 첫 번째 관련 연구로 소개하는 것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3D 입체영상의 한 분야이며,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3D 모델생성 

플랫폼 활용의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3D 모델링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를 살펴봄으로써 그 제약과 한계, 그리고 극복해야 할 부분을 도출한다. VR 은 

입체영상과 비교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 먼저 VR 에서도 흔히 360o VR 이라고 

이야기되는 영상은 정확한 VR 의 의미를 대변하지 못한다.  또한 이 360o VR 도 

모노스코픽(monoscopic) 영상이냐, 스테레오스코픽 (stereoscopic) 영상이냐에 

따라 차이가 확연하다.   

일반적인 VR 의 경우, 주로 영상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입체영상출력장치와 

머리/눈/손 위치 추적장치, 그리고 헬멧 및 시작센서가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이 있어야 실제 VR 의 시각적인 면을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60o VR 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Monoscopic 영상으로 단일카메라를 통해 360o 

방향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스티칭한 2 차원영상에 불과하다. 이는 HMD(Head 

                                       
7
 Virtual Reality,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

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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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ed Display)8의 장비가 없더라도 모바일, 웹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입체감이 전혀 없는 단지 평면적인 이미지/영상일 뿐이다. 여기에 Stereo-

scopic 영상으로 촬영한 영상의 경우 사람의 양안시 9가 고려된 입체 영상으로서 

인간의 눈을 통해 입체감을 표현해준다. 이때에는 HMD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보는 뷰를 달리해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VR 이 입체영상으로 제대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Monoscopic 이든, 

Stereoscopic 이든 촬영된 영상을 통해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촬영된 공간을 

x, y 축(평면, 2 차원)을 넘어서 z(깊이, 3 차원)축을 고려하여 모두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촬영의 중심포인트에서 벗어날 경우의 왜곡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실제 공간을 3D 로 모델링하고 

이러한 3D 모델링으로 구성된 공간이 실제 HMD 를 통해 시각의 이동방향과 

연동될 경우 완전한 입체영상 VR 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분야는 게임분야이다. 3D 게임분야는 콘텐트 자체가 이미 3D 모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델정보는 Stereoscopic 형태로 표현되어 HMD 를 통해 

입체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2.1 을 통해 이러한 게임의 예시를 볼 수 있다.  

   

그림 2.1 VR게임 및 활용 예시 

 

                                       
8
 Head mounted Display, 안경처럼 머리에 쓰고 대형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영상표시장치 

9
 Binocular vision, 단안시에 대응하는 용어로, 양쪽 안구의 협조적인 작용에 의하여 양안으로 동일

한 점을 주시하여 하나의 물체를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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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추가로 살펴볼 두 번째 요소는 로봇비전이다. 로봇비전은 로봇이 

물체를 보거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센서를 활용하여 거리를 측정하고, 

위치를 계산하고, 해당 뷰의 물체의 형상을 추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센서에는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관성센서, 초음파센서, 비전센서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입력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로봇이 시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2 는 이러한 다양한 센서의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2.2 로봇비전 활용 예시 

 

단순한 예로 로봇청소기는 해당 공간을 인식하기 위해 충돌센서와 거리센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거리센서는 초음파, 적외선 또는 레이저를 활용한다.  이를 

활용해 충돌이 발생한 곳 또는 거리 등을 계산하여 로봇 주위 공간의 구성을 

파악하고, 청소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지시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기의 움직임은 

단편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 실시간 계산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여기에 실내구조의 2D 평면도가 제공이 된다면 로봇 청소기가 

파악해야 하는 많은 부분을 사전에 제공할 수 있고, 로봇청소기는 기본 2D 평면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개별 장애물에 대해서만 파악하는 기능으로도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사전에 파악된 공간 구성에 대한 정보는 

로봇에게 상당히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2.3 과 같이 초기의 

로봇비전은 카메라를 통해 공간 이미지를 인식하고 해당 이를 분석하여 Edge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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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는 방식으로 공간의 형태를 인식하는 방식을 취했다. 여기에 2D 평면 

모델을 더해 각각의 머신에서 인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11].  

  

그림 2.3 로봇비전의 초기 모델[11] 

 

이러한 방식은 각각의 머신이 해당 2D 모델과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이미지 처리를 

수행하고 이를 조합하여 공간을 인식함으로써 많은 로컬 자원을 사용하게 되고,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  

 

2.2 영상분석을 통한 모델링 

영상 분석을 통한 3D Reconstruction 은 기존의 2D 이미지를 통해 3D 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수없이 생산되고 있는 다양한 이미지, 영상, 

데이터들이 어떻게 3D 로 전환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준다.  아래 

그림 2.4 는 이러한 3D Reconstruction 의 한 예로 입력이미지를 받아 Edge 를 

추출하고 추출한 Edge line 을 활용하여 3D 모형을 생성한다. 각각의 Edge 가 

연결된 곳은 Plane 면을 형성하고 이를 원래의 이미지에서 검출하여 최적화를 

수행한다. 최종적으로 3D 모델을 생성하는 절차로 진행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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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이미지 reconstruction절차[3] 

 

또 다른 방식으로 SfM10방식을 사용한다. 한 오브젝트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여러 장의 사진을 활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하고 3D reconstruction 을 수행 

한다[1][19]. 아래 그림 2.6 은 이러한 이미지 소스의 생성 형태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안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응용하여 데이터 수집역할을 수행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특정 오브젝트를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이 업로드 된 이미지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위치와 각도의 

사진이 되는 방식이다. 즉 이미지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이미지를 수집하게 된다.  

 

그림 2.5 Structure-from-Motion (SfM)을 위한 이미지 수집[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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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M, Structure from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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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와 함께 3D Point cloud11 generation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입력되는 이미지 

또는 영상을 분석하여 Feature 를 추출하고, 다양한 뷰 또는 각도,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위에서 추출한 특징점으로 매핑하는 작업을 통해 Point cloud 를 

추출한다. 이렇게 추출된 깊이 정보를 활용하여 모델을 구성하는 기본정보로 

사용한다[12]. 

 

그림 2.6 3D point cloud generation과정[12] 

 

위 그림 2.7 와 같이 Point cloud 방식을 활용한 Reconstruction 의 절차는 다음 

그림 2.8 과 같은 절차를 따라 수행한다[12].  

 

그림 2.7 이미지 reconstruction 단계 및 단계별 처리과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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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군(점자료), 점군은 3차원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들로 불규칙하게 구성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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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3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Field data collection 으로 이미지 또는 

영상정보의 특정 Frame 을 수집한다. 한 오브젝트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 Set 을 

만들고 해당 정보를 두 번째 단계인 3D Point generation 과정을 통해 깊이 정보를 

생성한다. 이 과정은 각각의 이미지의 특징점(feature)를 추출하여 이미지간 

매칭을 통해 서로 다른 각도의 뷰로 연결한다. 이를 통해 깊이감이 다른 

이미지로부터 Point cloud 를 생성한다. 마지막 단계는 Modeling & 

Measurements 이다. 본 단계에서는 생성된 Point cloud 를 활용하여 길이측정, 면 

모델링 등의 작업을 통해 3D 모델을 최종적으로 형성한다. 앞에서 살펴본 이러한 

SfM, Point Cloud 알고리즘을 구현한 툴로 VisualSFM12이 오픈 소스로 제공되고 

있다.  제 4 장의 실험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앞에서 3D Reconstruction 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을 살펴보았으나, 이러한 

각각의 단계별 알고리즘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개선되고 있다. 뒤에서 제안할 

내용은 이러한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3D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이다. 

 

2.3 3D지도 서비스 

3D 모델의 활용 처로 가장 일반적인 부분은 지도 서비스이다. 이는 기존의 2D 

지도 서비스에서 시작하여, 항공뷰, 로드뷰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상세화하고, 

다양한 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2D 지도 기반 위에 

3D 모델을 하나하나 덧붙여 가는 상황이다. 이는 각각의 오브젝트인 건물을 

하나하나 모델링을 수행하여 2D 지도와 매핑하는 방식을 통해 나날이 업데이트 

되고 있다. 그림 2.9 은 앞에서 언급한 브이월드 서비스의 예시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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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ualSFM, open source software, http://ccwu.me/vsfm/  

http://ccwu.me/v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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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3D지도 서비스 예시13 

 

하지만, 이런 지도 서비스는 개별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모델링을 통해 3D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각각의 건물을 모델링을 수행하고, 이미지를 면에 매핑하여 하나의 

모델을 완성하고, 해당 모델을 2D 좌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매핑한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은 기반 BIM14정보를 이용하여 

기본정보로 사용하고 여기에 항공뷰 등의 촬영이미지를 매핑하여 입체지도를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직접 촬영한 이미지 및 항공뷰를 이용하여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3D 모델 Reconstruction 을 수행하여 건물의 

모델링을 자동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동화는 앞에서 설명한 이미지 

모델링을 통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자동화를 수행하고, 이 수행된 

결과를 바탕으로 2D 지도와 매핑하여 지도에 대한 3D 화를 자동 수행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일차 모델링 후 각각의 모델링 면을 촬영된 이미지를 매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촬영된 면에 대한 매핑도 추가적인 입력소스 제공을 통해 보다 더 

상세하게 구성할 수 있다. 

                                       
13

 브이월드 웹사이트 예시(www.vworld.kr) 
14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

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의 형상, 속성 등을 정보로 표현한 디지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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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딥러닝 모델링 활용사례 

오늘날의 가장 활발한 분야 중 하나인 머신러닝은 그 시초가 아주 오래되었다. 

딥러닝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기존 신경망 알고리즘이 HW 의 발전과 SW 의 

발전에 힘입어 ImageNet 15  챌린지에서 딥러닝이 최고의 분류성능을 보임으로써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 음성인식, 비전인식 등 다양한 곳에서 

머신러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머신러닝은 머신 스스로 학습하는 모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보완되어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기존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있어도 이를 학습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데이터 생성속도의 세상에서는 머신러닝이 

발전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데이터들이 매일 쏟아질 만큼 생성이 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의 충분한 생산이 머신러닝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딥러닝은 본 3D 모델생성 플랫폼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크라우드 소싱 이미지의 분류를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인간의 시신경의 원리를 

모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만든 신경망 알고리즘으로서, 얼굴인식 등 이미지 

처리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5

 ImageNet, The ImageNet project is a large visual database designed for use in visual object 

recognition softwa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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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CNN의 일반적 구조[14] 

 

CNN 의 구조는 그림 2.10 과 같이 Convolutional pooling layer 와 Fully 

connected layer 로 구성되어 있다. Convolutional pooling layer 에서는 입력데이터 

즉 이미지로부터 Hierarchy 구조의 Feature 를 추출한다.  Fully connected 

layer 에서는 앞에서 추출된 Feature 를 최종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4].  

아래 그림 2.11 는 Alex Krizhevsky, Ilya Sutskever, Geoffrey E. Hinton 이 

ImageNet classification 에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를 적용한 구조이다. 

8 개의 layer 로 구성된 아키텍처를 보여준다. 처음 5 layer 는 Convolutional 

layer 을 나머지 3 layer 는 Fully connected layer 를 구성한다. 본 구성의 Fully 

connected lay 에서는 1,000 개 이상의 분류를 만들어 낸다.  

 

그림 2.10 ImageNet classification us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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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을 통해 아래 그림 2.12 의 좌측에 보이는 

것과 같이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라벨을 보여준다. 정확도가 높은 순서대로 

5 가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우측의 경우는 우측 6 열의 데이터를 학습을 위해 

사용하고, 1 열의 데이터는 테스트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런 학습을 통하여 좌측과 

같은 실제 테스트 입력에 대한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옴을 알 수 있다[13]. 

 

그림 2.11 이미지 테스트 및 학습용 이미지[13] 

 

이러한 CNN 은 다량의 학습이미지를 사용하여 요즘은 얼굴인식 및 얼굴인증의 

영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쉬운 예로 CCTV 등을 통한 영상을 CNN 모델을 

활용하여 거동 수상자인지, 인증된 얼굴인지를 판별하기도 한다. 이러한 

CNN 모델이 많은 연산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GPGPU16를 활용한 병렬처리 등을 

통해 성능 개선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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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eral-Purpose computing on Graphics Processing Units, 일반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위

한 계산만 맡았던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전통적으로 중앙 처리 장치(CPU)가 맡았던 응용 프로

그램들의 계산에 사용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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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개인정보 보호법 및 법 제도 동향 

본 플랫폼에서는 전체 플랫폼의 시작점인 입력데이터를 주로 카메라를 통한 

이미지 또는 영상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러한 카메라의 사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고 카메라에 의한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제약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처리기술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된 이미지 정보는 인물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 본 

플랫폼에서 주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이미지는 건물, 공간, 제반 인프라에 대한 

이미지이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이미지는 인물을 포함한 이미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정보는 곧 개인 식별정보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위법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본 

플랫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물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지를 살펴본다.  

생체인식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생체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처리기술이 마련되어야 하며, 실제 캐나다에서는 

소비자 생체인식 프라이버시 보호법(Consumer Biometric Privacy Act)을 

제정하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책은 2016 년 9 월 30 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17  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 18  조항을 

따른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17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http://www.law.go.kr/main.html) 

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http://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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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정보통신의 발달과 빅데이터 활용의 발전에 의해 개인정보 활용의 

유용성이 큼에 따라 이를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 이는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도가 커지는 추세에 맞추어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 기준과 

비식별 정보의 활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개인 정보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림 2.12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프로세스19 

 

위 그림 2.13 과 같은 절차에 의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따라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각 단계별 필요한 사항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 

표 2.1 과 같다. 

 

 

 

                                       
19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탈, 비식별조치 안내(https://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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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활동 가이드라인 

1 단계 

사전 

검토 

개인정보 

해당 여부 

검토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 가능 

2 단계 

비식별 

조치 

비식별 

조치기법 

적용 

개인정보에 해당될 경우는 비식별 조치를 수행해야 함 

(식별자 조치기준, 속성자 조치기준, 비식별 조치방법 

제시) 

3 단계 

적정성 

평가 

k-익명성 

모델 활용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절차 제시 

기초자료작성-평가단구성-평가수행-추가 비식별조치-

데이터활용 

4 단계 

사후 

관리 

유출 등 

모니터링 

관리 

비식별 조치된 정보라 할지라도 유출되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정보화 될 우려 등 사후 모니터링 가이드 

제시 

-비식별 정보 안전 조치,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비식별 정보 제공 및 위탁계약 시 준수사항, 재식별 시 

조치요령  

표 2.1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단계별 설명 

 

위와 같은 가이드에 따라 본 플랫폼에서 사용할 이미지 데이터와 위치데이터는 

결합하여 비식별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지의 인물정보를 제거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비식별화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제안 플랫폼의 설계 

3.1 플랫폼 설계 목표 

3D 맵생성 플랫폼은 데이터수집, 3D 모델링 및 맵 매핑, 공간데이터 활용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수집은 3D 모델링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서 이미지 

또는 영상에서 추출된 이미지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는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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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라인 추출, 오브젝트 검출, 면 생성, 변형, 회전 등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3D 모델로 생성된다. 이를 위한 기본 데이터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수집한다. 그림 3.1 은 수집, 처리, 제공에 대한 3 가지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그림 3.1 3D 모델 생성 플랫폼의 구성 

 

수집단계는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이미지 및 영상을 수집한다. 이러한 이미지 

및 영상은 웹을 통해 업로드된 다양한 이미지 또는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수집한 

영상이 될 수 있다[15][17]. 처리 단계는 기본 이미지 정보에서 라인 추출, 

오브젝트 검출 등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3D 모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전처리를 수행한다. 이렇게 수행된 전처리를 통해 추출된 다양한 라인들은 스티칭 

및 회전, 변환 등을 거처 하나의 모델로 조합된다. 이미지의 부족에 의해 전체 

모델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집된 데이터의 누적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최종적으로 완전한 모델을 구성한다. 구성된 모델은 

수집된 이미지의 GPS 좌표에 의해 매핑되고, 각각의 GPS 좌표마다 매핑된 

모델들이 모여서 전체 맵을 구성하게 된다. 구성된 모델은 다양한 API 20를 통해 

제공될 수 있으며, 인간과 머신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비주얼한 

3D 모델링 맵으로서가 아니라 공간데이터로서 머신이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20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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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되고, 또한 인간에게는 시각적 정보로 제공됨으로써 공간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인간과 머신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3.2 플랫폼 설계의 특징 

본 플랫폼의 특징은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데이터 수집단계로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 영상의 수집이다. 크라우드 소싱은 사용자의 

자발적인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브이월드와 같은 3D 맵 서비스에서 지속적인 모델 보완을 위해 문제가 되었던 

신속한 변경 적용 및 비용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크라우드 소싱을 위해 

사용자의 자발적인 업로드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 이러한 유도는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자동으로 유도가 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수집을 한다. 이는 마케팅적 접근 또는 시스템의 유용성 측면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데이터 분석단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치이다. 이미지가 촬영된 

위치에 대한 정확도가 향후 플랫폼 전체적인 정확도를 나타낸다. 촬영 위치는 모델 

Reconstruction 의 기준좌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이는 실외는 GPS 좌표를 활용하고, 실내는 건물 내의 IPS21시스템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한다. 건물 내 IPS 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구자기장을 활용한 IPS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실내 측위 기술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지구자기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자기장 및 PDR 복합측위를 통해 생성되는 측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셋째, 마지막으로 가장 큰 특징은 머신러닝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입력정보로 활용되는 이미지 또는 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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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or Positioning System, 실내 위치 측위 시스템으로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자기장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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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입력될수록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고, 모델의 정확도가 향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한 건물에 대한 이미지가 2 장일 경우의 이미지 분석을 통한 3D 모델 

Reconstruction 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이미지 업로드가 

많아져서 해당 건물에 대한 이미지가 100 장이 될 경우는 다양한 각도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보다 정교한 모델 Reconstruction 이 가능하다. 따라서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미지 정보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공간의 변화,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이러한 머신러닝에 의한 반복학습에 의해 모델이 

정교해지기 위해서는 플랫폼 설계가 학습을 위한 학습시스템과 최종 학습된 모델이 

서비스되는 서비스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설계가 전체 아키텍처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3.3 플랫폼 아키텍처 

본 연구의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의 3 단계로 구성된다. 수집 

부분은 크라우드 소싱을 하기 위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웹 등을 통해 이미지를 

수집하는 단계로 구성되며, 분석단계에서는 수집된 이미지를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한 전처리, 에지 추출, 면 생성, 스티칭 등을 통한 모델 생성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생성된 모델을 맵과 연동하여 GPS 좌표와 매핑하여 최종 서비스를 

제공한다[16][18]. 이러한 플랫폼의 전체 처리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3.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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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3D 모델 생성 플랫폼의 개념도 

 

아래 그림 3.3 은 각 단계별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정의한 내용이다. 

 

그림 3.3 3D 모델 생성 플랫폼의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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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3.1 은 위와 같은 처리과정을 통해 제공되는 3D 모델생성 플랫폼의  

기능설계를 보여준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장비에서 수행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서버에서 실행되는 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각 

단계에서 필요한 기본 기능이다.  

 

표 3.1 3D 모델 생성 플랫폼의 기능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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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플랫폼의 처리과정 및 각 단계의 기능설계를 바탕으로 전체 

아키텍처를 구성한다. 아키텍처 구성은 수집, 분석, 활용, 각 단계가 수행되는 

디바이스에 따라 구분하고, 이들간의 인터페이스를 표현하여 구성한다. 아래 

그림 3.4 는 이러한 전체 아키텍처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3.4 3D 모델 생성 플랫폼의 전체아키텍처 

 

위 아키텍처 구성은 기본적인 청사진으로서, 사용자 활용을 위해 제공되는 

활용단계에서 API 를 통해 제공되는 모델과 실제 활용에서의 차이를 FEED-BACK 

받아 모델 정보가 지속적으로 보정되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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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플랫폼 기능별 상세 설계 

여기에서는 설명한 플랫폼의 수집, 분석, 활용에 대한 아키텍처를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계를 한다. 각각의 단계는 독립적으로 구성하되 단계별로 처리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이들 각 구성요소가 쉽게 연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이러한 설계는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한 향후 

확장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3.4.1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경로는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우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많은 수의 이미지가 웹 상에 존재하고 있다(예를 들어 플리커 등).  

이러한 데이터는 각각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가 생성되어 업로드 

된다. 따라서 위치정보 및 특정 공간에 대한 분류태그가 없이 산재해 있다. 이를 

적절히 분류하여 다양한 소스로부터 수집된 이미지가 같은 공간을 가리키는 

이미지인지를 판별해야 한다. 또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치정보와 방향 

정보를 사전에 포함하고 있는 규격화된 정보일 수 있다. 아래 표 3.2 는 다양한 

입력 소스 데이터에 대한 종류 및 특성을 나타낸다.  

 

표 3.2 데이터 소스의 종류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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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은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진행한다. 먼저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를 공간모델링을 위한 입력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다양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순서가 없고, 방향과 위치가 없다. 이러한 정보를 

유의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 하나의 건물을 예를 들어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과정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수많은 이미지 중에 

처리하고자 하는 이미지 중 특정 건물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찾아야 한다.  찾아낸 

이미지는 다양한 각도와 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하나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이미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처리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해상도, 크기, 이진화 등 처리를 통해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처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3.5 와 그림 3.6 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GPS, IP 또는 

TAG 를 활용하여 1 차 분류를 수행한다. 이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 

사전 분류를 수행하는 것이다. 분류된 데이터는 CNN 딥러닝을 통해 2 차, 3 차로 

추가 분류를 수행하여 최종 해당 위치의 동일한 오브젝트 별로 최종 분류를 

완료한다. 

 

그림 3.5 데이터 수집단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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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데이터 소스 수집 및 1차 분류 

 

위 그림 3.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데이터 소스는 플리커, 웹사이트 이미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업로드된 이미지 등 다양한 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를 입력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데이터 분류는 이미지 분류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을 통한 이미지 분류를 통해 동일한 형상의 오브젝트를 

찾는다. 아래 그림 3.7 은 딥러닝을 통해 2,3 차 분류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림 3.7 이미지 딥러닝을 통한 2차/3차 분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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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집한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 전용 어플리케이션은 위치정보와 촬영시의 각도, 

방향 등의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업로드 한다. 이럴 경우는 이미지 수집에 대한 

전처리가 단순해지고, 이미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부족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은 2 가지 방식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각각의 포인트(오브젝트, 예를 

들면 건물)별로 분류되어 분석단계로 넘어간다. 분석단계에서는 하나의 포인트에 

대한 다수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하나의 모델을 만든다. 입력으로 제공된 이미지는 

동일한 위치의 다양한 방향과 뷰를 가진 이미지일수록 모델을 생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가 많을수록 모델이 더 정교해 질 수 

있으며, 고품질의 이미지 데이터 일수록 더욱 모델을 생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3.4.2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입력된 이미지를 3D Reconstruction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모델을 생성한다. 특정 건물을 예로 설명하면, 하나의 건물에 대한 다양한 

뷰를 가진 이미지를 입력 받고 해당 이미지를 알고리즘을 거쳐 3D 모델을 

생성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앞서 설명한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SfM 및 Point cloud 생성을 통한 3D reconstruction 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플랫폼은 실시간 모델링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정확한 모델링을 통해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모델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모델 생성 자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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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없으며, 비 실시간 또는 배치작업을 통해 모델을 생성한다. 아래 그림 3.8 과 

3.9 는 위의 알고리즘에 대한 절차와 분석 예시를 보여준다.  

 

그림 3.8 데이터 분석단계의 절차(the Structure from Motion[19]) 

 

 

그림 3.9 데이터 분석단계의 절차에 따른 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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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모델은 실제 활용을 위해 맵의 GPS 좌표와 매핑이 되어야 한다. 실제 개별 

오브젝트를 위해 생성된 3D 모델은 2D 맵의 좌표와 매핑이 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API 형태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위 모델생성과정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는 

GPS 좌표가 도출되어야 하며, 또한 기준이 되는 GPS 좌표와 함께 방향 정보가 

함께 있어야 한다.  본 좌표는 2D 맵의 해당위치 좌표의 범위에 포함되어 해당 

좌표 위에 생성된 모델을 매핑하여 3D 지도 맵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한다. 앞의 단계인 데이터 

수집단계는 지속적으로 이미지들이 수집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집된 이미지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 이러한 분석작업도 동일하게 보완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모델이 다양한 뷰의 이미지 부족으로 모델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 

지속적인 이미지 입력을 통해 분석과정이 계속 반복 Iteration 으로 보완이 되어 

모델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모델이 완성되어 있다 할 

경우라도 더욱 정확도 높은 모델을 위해 본 과정은 항상 필요하다. 

 

3.4.3 데이터 활용 

제시된 플랫폼에서 생성된 3D 공간정보는 인간에게는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3 차원 맵을 제공한다. 인간이 실제 특정 좌표에 가지 않아도 해당 위치의 3 차원 

형상을 인식할 수 있으며, 구성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 기존의 2 차원 맵, 또는 

VR 뷰, 항공뷰와 다르게 3 차원의 실제 데이터로서의 모델링 정보를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는 머신 또는 로봇에게는 데이터로서 

인식할 수 있는 3 차원 정보로 활용되고, 머신이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우리가 특정 머신에 위치에 대한 명령, 이동, 공간인식, 등을 지시할 때 

머신의 카메라는 컴퓨터 비전을 통한 뷰를 보고 있지만, 실제 공간에 대한 인식은 

모델링 데이터를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 카메라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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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비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나, 모델링 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로 전체 공간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개별 머신의 처리 비용감소 

및 크라우드 소싱으로 생성된 완성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실제 활용될 수 있는 유즈케이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360o VR 컨텐츠와 같이 실제 도시공간의 3 차원 VR 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는 어떤 곳을 가고자 할 때 사전에 본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맵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위치의 360o Stereoscopic VR 입체영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HMD 를 이용하여 해당 위치에 가기 전에 해당위치의 형상을 VR 을 통해 

볼 수 있다.  아래 그림 3.10 은 플랫폼을 통해 3D 모델링된 정보가 양안시에 의해 

어떻게 입체영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또 이러한 모델정보가 좌, 우 

눈의 교차 시각을 통해 현실감 있는 입체영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HMD 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10 생성된 모델을 입체영상 또는 360o VR에 활용 

 

또는 게임산업의 경우 게임에서 필요한 공간에 대한 모델링을 본 플랫폼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는 실제 도시공간의 3 차원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도시공간을 3D 게임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위에 추가적인 게임 콘텐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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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함으로써 3D 게임이 수행될 수 있다. 아래 그림 3.11 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배경 모델 정보와 게임 콘텐트 정보가 결합하여 실감나는 게임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11 게임산업에서 활용 예시(배경 모델정보 + 게임 콘텐트) 

 

앞에서 이야기 되었던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로봇이 배달을 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로봇은 특정 좌표에서 다른 좌표로 이동 시 

주변을 하나하나 스캔할 필요 없이 전체 이동 경로에 대한 공간데이터를 받아 바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동 중 발생하는 실시간 센싱을 통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로봇이 머신 측면에서 처리해야 될 많은 데이터를 감소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로봇의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래 그림 3.12 는 이러한 공간 모델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공간인식과 장애물 등 이벤트 정보를 결합하여 주위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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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로봇 센서를 통한 장애물 인식과 공간 모델 정보를 통한 인식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의 경우 

GPS 좌표와 센서를 활용해서 배달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해당 

좌표를 인식할 수 있으며, 주변의 모델링 된 정보를 활용하여 장애물이 없는 넓은 

곳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의 이동과 목표지점 도달을 더욱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  

 

3.4.4 제안 플랫폼 비교 

앞에서 제시한 이러한 이미지를 활용한 3D 공간정보 생성 플랫폼은 인간에 

있어서도, 머신에 있어서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특히나 인간이 이해하는 

공간과 로봇이 이해하는 공간을 실시간으로 통합함으로써 인간과 머신의 

의사소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이란 공간정보에 대한 인간의 

인식, 즉 인간이 가리키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로봇이 좌표에 의해 또는 각 좌표가 

나타내는 의미정보에 기초해서 로봇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과 

로봇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단계를 줄이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에 

로봇 또는 드론이 활용하고 있는 머신 단에서의 공간인식과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간인식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 차이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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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의 모델생성과 크라우드 소싱 기반 3D 모델 생성 플랫폼을 성능적 측면과 

비용적 측면에서 비교하면 각각 표 3.3, 표 3.4 와 같다.  

구분 머신 공간인식(로봇, 드론) 플랫폼 제공 공간인식 

실시간 공간인식 

실시간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거리, 깊이인식 

비실시간 

생성된 모델 또는 좌표로 

판단 

리소스 활용 로컬 머신의 리소스 활용 
API 를 통한 서버 리소스 

활용 

통합적인 공간인식 
단일 공간에 대한 센싱으로 

협소 

이미 생성된 공간정보를 

다운로드 받음 

이벤트  

검출 
실시간 이벤트를 센싱 이벤트 검출이 불가 

위치인식 
주위 환경 센싱을 통한 

좌표인식 
동일 

경로인식 
경로인식을 위한 주위 전체 

공간 센싱이 필요 

공간정보 다운로드로 

경로인식 가능 

3D 경로 인식 
3 차원 공간에 대한 해석 

어려움 

3D 모델 정보로 좌표간의 

경로인식 가능 

확장성 

센서 정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위해 

HW 추가 

서버 플랫폼에서 알고리즘 

개선 또는 기능 추가 가능 

표 3.3 성능적 측면의 비교 

 

구분 머신 공간인식(로봇, 드론) 플랫폼 제공 공간인식 

서버 비용 
로컬 센서 위주로 서버 

비용 감소 

플랫폼을 API 형태로 

사용하여 서버 비용 증대 

머신의 비용 
로컬 머신의 센서 HW/SW 

비용 

로컬머신의 센서의 낮은 

SPEC. 가능  

통신 비용 
서버와의 통신이 많지 않아 

통신비용 감소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API 사용으로 통신비용 증대 

확장성 HW 위주의 확장 어려움 
서버 알고리즘 위주의 

확장성이 편리함 

표 3.4 비용적 측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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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비교를 통해 플랫폼 제공 방식의 공간인식은 로컬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고, 

변화되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자동적인 모델 보완이 이루어진다. 또한 서버 플랫폼 단에서 알고리즘의 개선 또는 

확장이 가능하여 본 플랫폼을 통해 모델을 사용할 경우 개별 로컬 머신의 알고리즘 

수정 없이 즉각적으로 서버의 개선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서버의 활용이 증대됨에 따라 로컬 머신과 서버와의 통신비용이 증대되는 단점이 

있으며, 실시간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에서는 로컬 머신의 센서를 활용한 이벤트 

정보 등을 보완하여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브이월드와 같은 3D 맵 정보를 제공하는 기존 플랫폼과의 비교는 

다음 표 3.5 와 같다. 

구분 
기존 3D 맵 

서비스(브이월드) 
제안 서비스 

데이터 소스 
항공사진 및 촬영사진, 

공공정보(건축물 대장 등) 

크라우드 소싱(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모델 생성 
별도의 툴을 활용한 개별 

모델링 

이미지 처리를 통한 자동 

reconstruction 

생성모델 품질 
개별 모델링을 통한 품질 

확보 및 개별 검수 가능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및 

크라우드 소싱 데이터 소스 

활용으로 품질수준이 다소 

낮음 

업데이트 
환경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재 작업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자동 

업데이트 

비용 
항공촬영 등 지속적인 비용 

및 관리 필요 

배포된 앱을 통한 지속적 

수집  

표 3.5 기존서비스와 제안서비스의 비교 

위 비교에서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의 장점은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사용자의 

자발적인 데이터 수집과 모델생성 과정의 자동화라 할 수 있다. 플랫폼의 사용이 

증대될수록 이러한 데이터의 자동적인 수집을 통해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가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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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반면, 모델링 정보를 별도의 툴을 통한 개별 수작업으로 생성하는 

경우에 비해 모델정보의 질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제 4 장 시스템 실험 

4.1 실험 목적 

실험의 목적은 앞에서 설계한 플랫폼 아키텍처에 기반하여 crowd sourcing 을 

통해 이미지를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Noise 필터링, 3D reconstruction, 그리고, 2D 

지도와 매핑을 통해 전체적인 플랫폼 아키텍처의 현실성 및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의 실험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현가능성을 검증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각각의 단계에서 적용되는 알고리즘은 매우 다양하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알고리즘의 고도화보다는 전체 플랫폼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이미지수집부터 데이터 분석 및 모델링까지 순차적으로 

작동을 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본 실험의 목적이다. 단계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오픈 소스 등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실험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최종 2D 지도와 매핑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3D reconstruction 을 통해 모델이 생성되는 부분까지를 범위로 실험을 수행한다. 

 

4.2 실험 범위 및 절차 

 실험의 범위는 GPS 기반 이미지 Crowd sourcing, 이미지 Noise filtering, 그리고, 

3D reconstruction 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첫 번째, GPS 기반 이미지 Crowd sourcing 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한다. 사용자는 촬영한 이미지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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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로드 하게 되고, 업로드된 이미지는 특정 위치 또는 오브젝트 단위로 수집되어 

각각의 위치 또는 오브젝트 별로 이후 단계 처리를 수행하게 된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본 실험에서는 ‘Simple GPS Display22’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본 과정을 

테스트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D 지도에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해당 위치의 주소 및 GPS 좌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해당 GPS 위치 및 주소를 확인한 후 우측 

그림과 같이 해당 위치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용자로부터 특정 포인트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배포되고 활용이 될수록 이러한 이미지 데이터는 더 많이 수집이 가능하다.  

 

그림 4.1 Crowd sourcing을 위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시뮬레이션 

 

두 번째, 이미지 Noise filtering 은 업로드 된 이미지에서 노이즈가 될 부분을 

제거하는 부분이다. 즉, 건물 사진 또는 특정 오브젝트를 이미지에 인물, 자동차 등 

다른 오브젝트가 함께 촬영된 사진을 필터링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는 실제 

                                       
22

 Simple GPS Display, Generic Co. ,freeware smartphon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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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정확하게 모델링 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실험에서는 객체를 검출하는 웹서비스 API 를 제공하는 

sighthound.com 23 을 활용하여 테스트를 수행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I 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사람, 자동차에 대한 검출을 

테스트할 수 있다. 앞 과정에서 촬영한 다양한 영상은 여러 장애물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3D reconstruction 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나 자동차가 

포함된 이미지를 검출하여 제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2 Sighthound.com에서 제공하는 Detection API 사이트 

 

세 번째, 3D reconstruction 모델링 부분이다. 이는 최종 필터링된 여러 장의 

2D 이미지를 분석하여 3D 로 모델링하는 작업으로 전체적인 아키텍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SfM, Point cloud 생성 방법을 

활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한다. 3D reconstruction 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VisualSFM 24 시스템을 활용하며, 특정한 오브젝트가 3D 

reconstruction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5][6][7][8]. 본 실험에서는 실험의 

                                       
23

 sighthound.com, https://www.sighthound.com/products/cloud, online demo site 
24

 VisualSFM, A Visual Structure from Motion System 

https://www.sighthound.com/products/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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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를 위하여 실내에서 촬영한 특정 오브젝트(‘사전’)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또한 수집된 이미지의 수에 따른 모델링 결과의 품질을 서로 비교해 

보고, 플랫폼이 발전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아래 그림 4.3 은 VisualSFM 을 통해 수집된 이미지를 로딩하는 

과정이다.  

 

그림 4.3 이미지 로딩 과정(VisualSFM) 

 

다음으로 로딩된 이미지를 SIFT25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하는 과정을 

아래 그림 4.4 에서 보여준다. 

                                       
25

 SIFT, 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특징점 검출 알고리즘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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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이미지 특징점 검출(VisualSFM) 

 

추출된 특징점을 기반으로 SFM(Structure from Motion)알고리즘을 통해 3D 

reconstruction 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추가로 Point cloud 생성을 통해 

Dense reconstruction 을 수행한 결과는 아래 그림 4.5, 4.6 과 같다. 

 

그림 4.5 Sparse 3D Reconstruction(Visual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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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Dense Reconstruction(VisualSFM) 

위 결과를 보면 이미지의 촬영 방향에서는 어느 정도 모델이 생성이 되었으나, 그 

이외의 방향에서는 모델이 생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이미지 수를 달리하여 반복 실험을 실시하였다. 

 

4.3 실험 결과 

첫 번째, GPS 좌표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Crowd sourcing 은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험자가 직접 촬영하였다. 촬영 시에는 해당 

위치의 GPS 좌표가 함께 서버에 저장된다. 본 실험은 ‘강남구 수서동 

수서 119 안전센터’ 근처에서 수행하였으며, 먼저 해당 ‘119 안전센터’의 

GPS 좌표를 확인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119 안전센터’를 촬영하여 이미지를 

업로드 하였다.  GPS 좌표(Latitude : 37.4850666, Longitude : 127.0921363)가 

수집되었으며, 총 12 장의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실제 다수 사용자에 의해 다양한 

곳의 이미지가 촬영될 경우에는 이 GPS 좌표를 기준으로 분류를 수행하고 각 분류 

별로 이미지 처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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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이미지 Crowd sourcing된 이미지 

 

두 번째 실험에서는 위에서 수집된 이미지를 실제 이미지 Reconstruction 작업을 

하기 전에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를 검출하기 위한 과정이다. 실제 아래 그림에서는 

‘사람’의 이미지가 아주 작아서 영향이 작을 수 있으나, ‘사람’ 이미지가 아주 크게 

겹치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검출 후 이미지를 제거하고 

처리한다. 아래 그림은 ‘사람’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겹쳐 있을 경우 이를 

검출하였으며, 다음 과정에 제공하는 데이터에서는 검출된 이미지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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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Noise 필터링(Person 검출) 

 

추가적인 노이즈 필터링으로 또 한가지 객체를 검출하였다. 수집한 이미지에 

자동차가 있을 경우 이미지를 많은 부분 가리게 되므로 자동차가 검출될 경우 해당 

이미지를 제외하였다. 앞에서 촬영했던 이미지에도 2 건의 자동차가 검출되었으며, 

이를 제외하였다.  

 

그림 4.9 Noise 필터링(Vehicle 검출) 



47 

 

마지막으로 3D reconstruction 에 대한 실험에 대한 결과는 그림 4.10 과 같다. 

크라우드 소싱으로 수집된 이미지 수에 따라 실제 3D reconstruction 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지 

수가 많을수록 reconstruction 된 모델링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10 수집된 이미지 수에 따른 3D reconstruction 품질 비교 

반면 실험 No. 1,2,3 번의 경우 Side view 쪽의 모델이 전혀 생성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방향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오브젝트에 각 방향에 대한 이미지가 모두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한 이미지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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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재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크라우드 소싱을 위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이미지 전처리를 위한 사람, 자동차 필터링, 그리고, 3D 

reconstruction 과정을 통해 이미지를 3D 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실험을 통해 전체적인 데이터의 흐름과 각 단계에서의 처리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전체 과정을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지속적인 데이터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단, 각 단계별로 적용되는 알고리즘의 최적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D 공간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플랫폼과 이를 위한 아키텍처, 

절차 및 구성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브이월드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지속적인 모델 생성 및 보완에 많은 비용과 개별적인 모델링 작업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크라우드 소싱을 통한 모델 생성에서는 개별적인 모델링이 

아닌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이러한 비용 및 개별 모델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를 3D reconstruction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모델링 과정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별도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오브젝트 별로 진행하던 모델링 작업을 시스템화 할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3D 공간정보를 서버를 통해 제공하여 클라이언트 머신의 

처리량을 줄임으로써 하드웨어의 사양을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의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및 다양한 인간 친화적인 머신의 상용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반 플랫폼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9]. 특히 질이 낮은 크라우드 소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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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이미지를 질 높은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한 이미지 처리 알고리즘은 

전체적인 플랫폼의 성능을 좌우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비용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서 향후 전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고려한다고 할 경우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키텍처 수립 및 프로세스 정립은 이론적인 모델 

수립과 각 단계별 시뮬레이션에 제한되어, 실제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용자 

친화적 모바일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서버 HW, 

SW 모듈, 그리고 정보활용을 위한 API 서버 등에 대한 구현 검증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분은 건물과 같은 오브젝트의 외부에 국한하여 

외부 3D 지도를 생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GPS 좌표를 대신하여 실내 측위 좌표를 절대 좌표화하고 이를 연동하여 실내 

3D 지도를 생성하는 부분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는 곧 로봇 및 드론 등 머신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확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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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D modeling Platform by using Image Crowdsourcing 

 

Cho Hwa Seok 

Department of Human ICT Convergenc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aper introduces a 3D modeling platform using images or videos   

which are gathered from internet by crowdsourcing. In the existing method, to 

generate 3D model we had to measure each object such as building and should 

have a process to model this. In this process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measure and to model because we should do that one by one. This research 

establishes the architecture about auto-modeling and analyzing the general 2D 

images and defines the function of each component which the platform consist 

of. Furthermore this research gives a process and solutions of gathering phase, 

analyzing phase, and utilizing phase. 

First, in gathering phase, this paper introduces a method for gathering 

data using crowdsourcing. Second, in analyzing phase, this paper introduces a 

method for analyzing the gathered data and generating 3D model using several 

algorithms. And last, in utilizing phase, this paper introduces several use cases 

such as drone, robot and etc. about utilizing the 3D model which is generated 

from the previous phase. The theoretical model of overall architec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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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configuration is presented, and the reality of the platform is verified 

through experiments on each process. 

 

Keyword : video analysis, image processing, 3D reconstruction, computer vision, 

crowd 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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