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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가 구현됨에 따라 이를 발전시키는 기술 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도가 높다. 실내 구조의 3D 모델링 기술은 IoT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건물 내 화재 대비 시뮬레이션 및 에너지 모델링과 같은 실내 공

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에 따라 레이저 스캐너,

건축 도면, CAD플랜, 사진 등 다양한 원천 데이터로부터 실내 공간을

재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실내 도면 내 정보를 통해 실

내 구조의 3D 모델링 데이터를 구축하는 도면 해석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기존의 도면 해석 연구들은 비교적 간단한 실내 구조와 작은

면적 규모를 지닌 주택 또는 소규모 사무실의 도면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실내 공간 서비스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3D 모델링 대상 건물들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것에 비해 규모가 크고

실내구조가 복잡하다. 또한 탐지 대상 객체들이 차지하는 픽셀의 수와

사이즈가 도면의 전체 면적 대비 적어 선행 연구들의 방법론을 적용하기

에는 정보 추출의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모가 크고 복잡

한 실내구조를 지닌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건물의 평면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도면 해석 방법을 제시 했다. 전체 면적 대비 크기가 작은 객체

들을 추출이 가능한 FPN와 Resnet101 기반의 Mask R-CNN 딥러닝 모

델을 적용하여 도면 내 3D 모델링 측면에서 중요한 문, 창문, 엘리베이

터, 계단을 추출하였고, ResNet50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벽체의 정보

를 추출하였다. 이후, 추출된 벽체와 객체들의 픽셀 단위의 이미지와 엘

리베이터와 계단의 경우 RoI 정보를 통해 벡터화를 진행하여 최종적으

로 도면 이미지로부터 3D 모델링을 위한 벡터 포맷의 기반 데이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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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였다. 제안한 방법론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

과 부합한 면적이 크고 복잡한 구조를 지닌 서울대학교 건물의 도면으로

구성된 15장의 테스트 셋의 대한 래스터와 벡터 평가를 진행하였다. 래

스터 평가의 경우, 추출 대상들의 평균 정밀도 및 재현율은 각 각 94%

와 75% 이고 벡터화된 방과 객체들의 탐색율과 인지 정확도는 각 80%

와 93%의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통해 다

양한 건물의 도면을 대상으로 3D 모델링 기술의 확장에 활용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도면 해석, 실내 공간, 딥러닝, 마스크 지역기반 객체탐지 알고리

즘, 벡터화

학 번 : 2018-2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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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

해 기술 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다. 특히 IoT(Internet of Thing)

센서와 결합된 건물 내 화재 대비 시뮬레이션 및 실내 내비게이션과 같은 실내

공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선 실내 구조의 3D 모델링 기술이 필수적이다(임시

영 et al., 2018). 이에 따라 다양한 원천 데이터로부터 3D 모델링을 통해 실내

공간을 재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Xiong et al.(2012)는 레이저 스캐너

로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를 통해 실내 공간의 구조 및 출입구를

인식 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데이터로 변환을 수행하였고,

Dore et al.(2014)은 건물의 외관이 담긴 이미지 데이터와 3D 점군 데이터를

융합하여 실내 공간의 모델링을 건물 외관까지 고려한 실내 공간 데이터를 구

축하였다. Son et al.(2014)과 Gimenez et al.(2015)은 건물의 스캔한 평면도

를 통해 도면 내 존재하는 기하학적 요소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벽체, 창문, 문

을 인식하여 방을 형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D 모델링을 통해 실내공간의 구

조를 재현하였다. 이외에도 CAD 플랜을 이용한 순차적인 과정을 기반으로 하

는 건물의 3D 모델링(Lu et al., 2007), 딥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하여 사

진을 통해 방 단위 실내 공간의 구조 모델링(Lee et al., 2017)등 다양한 형태

의 데이터를 통한 실내 공간의 3D 모델링 연구가 존재한다.

건축 도면은 건물의 구조적, 위상적, 그리고 의미적인 요소를 하나의 그림 안

에 표현한 것으로, 건물의 설계나 리모델링(remodeling)시 실내 공간의 구조를

이해하고 디자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Liu et al., 2017). 또한,

Gimenez et al.(2015)에 따르면, 최근 설계된 건물들과 달리, 현존하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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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물들은 종이 도면을 사용하여 2D로 설계되었고, 디지털화된 정보를 포함

하지 않는다. 건축 도면은 CAD(Computer-Aided Design), BIM 데이터와 달

리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온 고전적인 데이터이며 동시에 적은 비용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특수한 시설 건물이 아닌 경우 공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최

근 스캔한 도면 이미지로부터 건물의 3D 모델링 데이터를 구축 및 실내 공간

을 재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Ahmed et al.(2011)은 도면의 텍스트와 그래픽 성분을 분리시킨 후, 그래픽

성분에서 벽체와 객체들의 패턴을 분석하여 실내공간의 구조와 방을 인식하였

으며, de las Heras et al.(2014)은 기계학습기반의 BoVW(Bag of Visual

Word)기법을 활용하여 패치(patch)로 나뉜 도면 이미지를 학습시켜 벽과 객체

들의 피쳐들을 추출하였다. 이후, 방의 구조와 객체들을 인식하여 벡터화를 진

행하였고 최종적으로 3D 모델링 데이터 구축을 선보였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및 컴퓨터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에 힘입어 딥러

닝 기술을 접목시킨 도면 해석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었다. Dodge et

al.(2017)은 FCN(Fully Convolutional Network)를 이용하여 벽체를 대상으로

픽셀 단위의 의미론적인 분할 기법인 세그먼테이션(segmentation)을 수행하였

으며 Faster R-CNN(Faster Region 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을 통해 도면 내 벽체 이외의 객체들에 대해 위치 탐지 및 분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벽체중심으로 실내 구조의 3D 모델링을 수행한 뒤 객체들을 그 위

에 배치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Liu et al.(2017)은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통해 도면 이미지로부터 다양한 종류를 지닌 모서리 정보를 추출

한 뒤 정수 프로그래밍 기반의 벡터화 과정을 통해 3D 모델을 구현하였다. 김

성용(2018)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포맷의 도면을 대상으로

C-GAN(Conditional-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 스타

일 트랜스퍼(Style Transfer)기법을 통해 도면을 일관성 있게 변환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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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벽체와 문의 모서리를 추출 한 뒤 Liu et al.(2017)과 마찬가지로 정수 프

로그래밍을 통한 벡터화를 통해 실내 공간 형상을 재현하였다.

건축 기술의 발달로 인해 건물의 기하 구조의 변화가 다양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작은 층별 면적의 고층형 백화점과는 달리 최근 스타필

드,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같이 넓은 층별 면적을 지니며 다양한 시설이 하나의

건물 안에 존재하는 저층형 멀티 콤플렉스(multi-complex)형태의 백화점이 많

이 생기고 있다(그림 1-1). 이러한 건축물의 변화로 인해 건축도면은 면적이 매

우 넓고 복잡한 구조의 실내공간을 포함하며, 다양하고 많은 객체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내 공간의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실내 공간 서비스에 직접적

으로 활용 가능한 3D 데이터 구축의 대상 건물들의 건축 도면은 기존 연구에

서 널리 사용된 부동산 도면 계열의 주택도면, 연립주택도면, 호단위의 상가 도

면에 비해 건물의 규모가 크고 실내 구조의 복잡도가 높다. 또한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트윈의 핵심인 건물의 3D 모델링의 관점에서,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물

을 대상으로 한 기술 개발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Nikoohemat et al., 2019). 이러한 건물들의 도면은 포함하는 기하정보가 다

양하고 많으며 공간을 구성하는 벽체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 도면 이미지의

전체 면적 대비 각 객체(Symbol)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주거용 도면과 달리,

대형 건물의 경우 면적 대비 객체들의 차지하는 픽셀의 수가 작아 기존의 딥러

닝 모델 기반의 선행 연구의 학습 방식은 도면 내 피쳐 추출에 대한 한계가 존

재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물의 도면을 대상으로 3D 모델링을

위한 벡터 포맷의 기반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체 면적 대비 크기가 작은

객체들을 추출이 가능한 Mask R-CNN(Mask Region 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딥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도면 내 여러 객체들 중 3D 모델링

측면에서 중요한 객체인 문, 창문, 엘리베이터 그리고 계단을 중심으로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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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실내공간의 환경적인 변화(백화점 예시)

였고, ResNet50(Residual Network 50)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도면 내 벽체

를 추출하였다. 이후, 추출된 벽체와 객체들의 픽셀 단위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세선화 및 모서리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 연결성 정보 생성하고 벡터화를 수행

하였다. 최종적으로 3D 모델링을 위한 벡터 포맷의 도면 데이터를 생성하여 실

내 공간을 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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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 동향

1.2.1 도면 데이터 셋 분석

도면의 형태 및 구조에 따라 도면 내 피쳐를 추출하는 단계나 혹은 구조를

인식하는 단계에 쓰이는 알고리즘은 도면에 의존적이다(김성용, 2018). 이로 인

해 연구자들은 사용하는 도면의 특징에 맞춰 연구를 진행해왔다(Mace et al.,

2011, Ahmed et al., 2011, Heras et al., 2014, Gimenez et al., 2015). 특히

딥러닝 기반의 학습을 통한 도면 해석 연구의 경우, 딥러닝 모델의 특성상 학습

에 사용되는 이미지의 해상도나 전체 면적 대비 객체가 차지하는 면적 비중 등

이 피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in et al. 2016).

따라서 도면 해석 연구에서는 데이터 셋의 특징에 맞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다음의 절에서는 기존의 도면 해석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도면 데이터 셋들의

종류 및 특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2.1.1 CVC-FP 데이터 셋

CVC-FP 데이터 셋은 de las Heras et al.(2014)의 연구에서 소개된 건축도

면으로 벽체의 표현 방식의 따라 총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BlackSet

은 총 90개의 2480 x 3508 픽셀 크기를 지닌 고해상도의 도면 이미지로 구성

되어 있으며 벽체를 두꺼운 검은색 선으로 표현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TexturedSet은 1098 x 905부터 2218 x 2227까지의 픽셀 크기를 지닌 총 10

개의 도면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벽체를 구성하는 두 선분의 사이를 대각

선 방식으로 표현한 특징이 존재한다. Textured2Set은 7,383 x 5671 픽셀 사

이즈를 지닌 총 18장의 고해상도 건축도면으로 TexturedSet와 비슷한 벽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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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VC-FP 도면 예시

기 형태를 표현하였지만, 내벽과 외벽의 기준에 따라 두께를 다르게 표기하였

다. 마지막으로 ParrelSet은 총 4장의 2500 x 3300 픽셀 크기를 지닌 주택 도

면으로 벽체를 두 개의 평행한 선분으로만 표현한 특징이 존재한다.

CVC-FP 데이터 셋은 저해상도와 고해상도의 이미지가 존재하며 다양한 방

식의 벽체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CVC-FP 데이터 셋은 도면 내 전

체 픽셀 면적 대비 객체들의 픽셀 면적의 비중이 크다. 또한 도면 내 포함하는

객체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객체 수 또한 적다. CVC-FP 데이터 셋의 한 종

류인 Textured2Set의 경우, 건물의 층별 평면도로 구성되어 있어 객체의 종류

가 다른 데이터 셋 보다 많지만 도면의 개수가 총 18장에 밖에 없어 학습 기반

의 도면 해석 연구의 데이터 셋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존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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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Rakuten-FP 도면 예시

1.2.1.2 Rakuten 데이터 셋

Rakuten 데이터 셋은 Rakuten Insititute of Techonology 라는 일본의 연

구기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셋으로 총 500개의 부동산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

다. 구성된 도면들은 대략 1000 x 1000 픽셀 크기의 저해상도 이미지이며 다양

한 색상과 음영을 지닌 객체 및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가 풍부하다는 장

점이 존재한다. 벽체의 경우, 딥러닝 네트워크 학습을 위한 라벨링(labeling)이

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학습 기반의 도면 해석 연구를 하는 많은 연구자들

이 사용해온 도면 데이터 셋이다. 하지만 도면을 구성하는 벽체의 구조가 간단

하며 공간을 이루는 방의 개수 및 포함하는 객체의 양이 매우 적다. 또한,

CVC-FP 데이터 셋과 마찬가지로, 전체 공간의 면적 대비 객체들이 차지하는

면적 비중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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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세움터 도면 예시

1.2.1.3 세움터 데이터 셋

세움터 데이터 셋은 대한민국 정부 산하기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축

행정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도면 데이터 셋이다. 총 400개가량의 저해상도 도면

이미지로 주로 주택, 아파트, 상가를 포함한 작은 규모를 지닌 건물의 도면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성용(2018)에 따르면, 세움터 도면은 다양한 표기

방법으로 벽체를 표현하였고 기둥 및 단열재 등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벽체가

존재한다. 또한, 도면 내 가구 정보, 설비 및 시공 관련 정보를 지니고 있어 다

양한 포맷의 건축도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도면 내 대각선을 포함한 벽

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Rakuten 데이터 셋과 마찬가지로 작은 규모를 지닌 주

거용 건물의 도면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으며, 도면의 면적대비 객체들이 차지

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객체 수 또한 매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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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서울대학교 도면 데이터 셋

서울대학교 도면 데이터 셋은 본 연구에서 처음 소개하는 데이터 셋으로, 서

울대학교 시설 지원과 에서 제공하는 2019년 1월 1일 기준의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교내 건물의 평면도이다. 서울대학교 건물의 도면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1)대강당, 기숙사, 도서관, 교내식당건물 등과 같은 대형 공공시설이며 동시

에 건물의 규모가 크고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면에 비해 복잡한 실내 공간

의 구조를 지닌 도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2)데이터 셋을 구성하는 도면들이 건

물의 층별 평면도임에 따라 층간 연결을 표현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과 같은

객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3)3,000이상 픽셀 크기의 고해상도를 지닌 이미

지이며, 도면 내 전체 면적 대비 객체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이 기존 도면들

보다 매우 작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 1-5] 서울대학교 도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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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시사점 및 결론

이처럼 도면 해석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던 도면 데이터 셋들은 각각의 특징

이 존재하며 기존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연구에 활용해왔다. 다양한

벽체의 표현방식으로 구성된 CVC-FP 도면을 대상으로 Mace et al.(2011),

Ahmed et al.(2012), Gimenez et al.(2015)은 벽체를 추출하는 방법에 집중하

였다. Liu et al.(2017), Yamakaski et al.(2018), Zeng et al.(2019)은 다채로

운 색감과 풍부한 정보를 지닌 Rakuten 데이터 셋을 대상으로 다양한 객체들

을 추출하고 공간의 분할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김성용(2018)은 다양한 포맷의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세움터 도면을 대상으로 도면 해석 기법의 범용성을 확

장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 셋들은 주택 및 소형 사무실과 같은 규모가 작은 건물

의 도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공간의 면적이 작고 구조가

간편한 도면들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대상인 서울대학교 도면 데이터 셋은

규모가 큰 공공시설 건물의 층별 평면도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데이터 셋은

도면 내 표현되는 실내공간의 면적이 크고, 구조가 복잡하며, 많은 양의 기하학

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물

의 도면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면 해석 연구의 데이터 셋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CVC-FP Rakuten-FP 세움터 서울대학교

건물의 용도 사무실&주택 주택 주택 공공시설

실내의 복잡도 보통 낮음 낮음 높음

이미지 해상도 높음 낮음 낮음 높음

[표 1-1] 도면 데이터 셋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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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도면 해석 연구 동향

도면 해석 연구는 스캔한 2D 도면 이미지로부터 벽, 문과 같은 기호들의 정

보를 활용하여 실내 공간의 구조적, 위상적, 의미론적인 분석을 통해 현존하는

건물의 3D 데이터를 구축하는 연구이다. 선행 연구 틀에서 제안하는 기법들은

도면 내 존재하는 객체들을 인식하여 추출 하는 과정에서 크게 규칙기반의 방

법론과 학습기반의 방법론으로 나눠진다.

규칙기반 도면 해석 연구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자들(Ryall et al.,

1999, Or et al., 2005, Mace et al., 2011, Ahmed et al., 2011, de las

Heras et al., 2014, Gimenez et al., 2015)이 사용한 전통적인 방법론으로써

도면 내 존재하는 객체들을 대상으로 패턴을 분석하여 공간을 인식하고 실내

구조를 재현해 나가는 순차적인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개의

이미지 처리 단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하여 휴리스

틱(heuristic)한 접근을 통해 도면으로부터 실내 공간을 재현하였다.

반면에 학습기반의 도면 해석 연구는 대상 객체들의 특징을 학습하여 추출하

는 방식을 따른다. 최근 컴퓨터 비전 쪽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 기술

을 도면 해석 분야에 도입하였으며 딥러닝 기술이 사용되는 추출의 접근 방식

에 따라 과정의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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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주제
연구내용

규칙 기반 학습기반 데이터 셋

Mace

(2011)

A System to Detect

Rooms in Architectural

Floor Plan Images

●
CVC-FP

(BlackSet)

Ahmed

(2011)

Improved Automatic

Analysis of Architectural

Floor Plans

●
CVC-FP

(BlackSet)

Ahmed

(2012)

Automatic Room Detection

and Room Labeling from

Architectural Floor Plans

●
CVC-FP

(BlackSet)

de Las

Heras

(2014)

Statistical Segmentation

and Structural recognition

for floor plan interpretation

●
CVC-FP

(All)

Gimenez

(2015)

Automatic re construction

of 3D building models

form scanned floor plan

●
CVC-FP

(BlackSet)

Liu

(2017)

Raster-to-Vector:

Revisiting Floor Plan

Transformation

● Rakuten-FP

Dodge

(2017)

Parsing Floor Plan Image ● Rakuten-FP

김성용

(2018)

스타일 트랜스퍼를 활용한

평면도 해석 프로세스의

범용성 강화

● 세움터

Yamakasi

(2018)

Apartment Structure

Estimation Using Fully

Convolutional Networks

and Grph Model

● Rakuten-FP

Zeng

(2019)

Deep Floor Plan

Recognition Using a Multi

Task network with

Room-boundary-Guided

attention

●
Rakuten-FP

[표 1-2] 도면 해석 연구 동향



- 13 -

1.2.2.1 규칙 기반의 방법론

전통적인 도면 해석 과정은 낮은 수준의 이미지 처리 기술로부터 발전해왔다.

Ryall et al.(1999)은 일정 범위 내 유사성을 가진 영역을 기반으로 분리하는

반자동적인 방법을 통해 비트맵 평면도내 방들을 분할하였으며, Ah-Soon and

Tombe(1997) 와 Dosche et al.(2000)은 그래픽 요소들의 모양을 통해 객체

및 방을 인식하였다. Or et al.(2005)은 QGAR(Rendek et al., 2000) 도구를

이용해 텍스트와 그래픽 요소를 분리시킨 후, 벽, 문 그리고 창문을 제외한 나

머지 그래픽 요소들을 수동으로 분리시켰다. 이후 폴리곤 화를 통해 생성된 객

체들의 모양을 분석해 실내 구조를 인식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과정은 1)이미지 내 그래픽 요소와 텍스트 성분을

분리하는 전처리 단계와, 2)분리된 각각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패턴인식 분석을

통한 기하정보 추출 및 실내 공간의 구조를 인식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전처리 단계에서는 이진화를 통해 이미지 내 데이터를 간소화 하고 이미지 내

존재하는 방의 라벨(label), 크기를 포함하는 텍스트 성분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Ahmed et al.(2011)은 연결 성분 분석 등을 통해 그래픽 요소와 문자

요소를 분리하는 기법(Tombre et al., 2002)을 도면의 스타일에 맞게 확장하였

으며, 신용희(2017)는 SIFT(Lowe, 2003)구분자를 활용하여 도면 내 그래픽과

겹치는 문자를 분리하였으며, 한글 문자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문자

이미지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들이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를 통

해 텍스트 내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Ahmed et al.(2012)은 추출된 문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을 구축하여 도면과 맵핑(mapping)하는 방식의 의미론적인 요소

들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분리된 그래픽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이어 나갔다. 그래픽 이

미지를 대상으로 Mace et al.(2011)은 허프 변환 기반의 알고리즘을 통해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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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를 찾아냈고 벽체를 두꺼운 검은색 선으로 표기한 BlackSet 도면을 활용하

여 선분간의 방향성 및 닫힘 여부를 분석해 벽체의 패턴을 인식하였다. 이후,

벽체를 이미지 등고선(image contour) 기반으로 추출하여 호 모양을 지닌 문

의 객체를 탐지하였으며, 추출된 벽체와 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볼록성을 활용한

회귀적인 분석을 통해 공간을 분할하여 최종적으로 방을 인식하였다. 또한

Ahmed et al.(2012)은 그래픽 요소를 얇은 선분, 중간 선분, 두꺼운 선분으로

분리시켜 이를 바탕으로 외벽과 내벽을 구분 지은 후, 볼록 껍질 근사법

(convex hull approximation)이나 다각형 근사법(polygonal approximation)

등과 같은 휴리스틱한 방법을 통해 벽의 구조적인 패턴을 분석하여 방을 인식

하였다. 이때 문과 창문의 경우, 얇은 선분을 대상으로 객체 탐지 알고리즘인

SURF(Bay, 2006)를 통해 추출을 진행하였다. Gimenez et al.(2015)은 벽의

두께를 기준으로 외벽과 내벽을 나누는 Ahmed et al.(2011)의 방식은 다양한

포맷의 도면에 적용하기엔 너무 제약적이라는 부분을 보안하고자 허프 변환 방

법을 통해 직선과 호 모양의 곡선을 추출하였다. 이후 일정한 기준치 근방의 평

행한 두 개의 직선의 쌍을 찾아 벽을 인식하였고, 인식된 벽에 포함되어 있는

평행한 선분들을 출입구로 인식하였으며 이때 출입구가 호모양의 곡선을 포함

할 경우 문이라 정의했다. 최종적으로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외벽, 내벽, 출입구

등의 구분을 통해 실내공간의 형상을 재현하였다.

이와 같이 도면 해석 연구에서 사용해온 전통적인 방법론은 단계별로 생성된

결과에 따라 도면의 특징에 의존적인 규칙 기반의 분석과 휴리스틱한 접근방식

을 통해 도면 이미지를 연구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비교적 작은 면적

의 공간 규모를 지니며 적은 객체 수를 포함하는 BlackSet 도면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건물의 도면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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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학습 기반의 방법론

저자
도면

규모
학습 기술

추출 대상

최종 데이터

셋 포맷벽 문
창

문

방 그 외의

대상

de las

Heras

(2014)

사무실
BovW 기반

기계학습
● ● ● 3D

Liu

(2017)
주택

CNN 기반

딥러닝
● ● ●

인테리어

요소
Vector

Dodge

(2017)
주택

FCN 기반

딥러닝
● ● ●

인테리어

요소
Raster

Kim

(2018)
주택

C-GAN 기반

딥러닝
● ● Vector

Yamakasi

(2018)
주택

FCN 기반

딥러닝
● ● Vector

Zeng

(2019)
주택

VGG16 기반

딥러닝
● ● ● ● Vector

[표 1-3] 학습 기반 도면 해석 연구의 특징

de las Heras et al.(2014)은 도면의 포맷에 의존적인 분석을 해온 이전 연

구들과 달리 처음으로 학습 기반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도면 해석 연구를 선보

였다. 텍스트와 그래픽 요소를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뒤, 분리된 그래픽

이미지를 그리드 기반의 패치로 분할하여 객체 추출의 경계를 이미지 전체에서

패치 단위로 좁혀 추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후, 패치를 대상으로 객체의 피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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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기 위해 BSM(Blurred Shape Model)(Escalera et al, 2009)을 활용해

영상기술자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영상기술자들을 Elkan(2003)의 K-평균 알고

리즘을 기반으로 군집화를 하여 이들의 특징을 담는 단어를 생성하였으며 세

그먼테이션을 위한 BoVW를 구축하였다. 이후, 세그먼테이션의 결과물로 생성

된 벽체의 픽셀 레벨 이미지의 중심선을 추출하기 위해 세선화 알고리즘을 적

용한 뒤, QGAR(Render et al, 2004) 도구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벽체의 벡

터 그래프를 생성하였다. 추출한 창문과 문의 픽셀 단위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벽체 그래프와의 연결성 정보를 생성하였다. 최종적으

로 4가지 유형의 CVC-FP 데이터 셋에 대해 적용하여 다양한 포맷의 도면에

적용이 되도록 기존의 프로세스를 발전시켰지만, 학습을 제외한 많은 단계에서

의 비효율적인 전처리 및 후처리가 요구된다.

Liu et al.(2017)은 처음으로 딥러닝 기반의 학습을 적용하여 도면 해석 연구

를 수행하였다. 먼저, He et al.(2014)의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ResNet

을 통해 도면 내 존재하는 기하학적 요소들의 모서리를 추출하였다. 벽과 출입

구를 대상으로, 구성하는 모서리를 크게 I, L, T, X 의 종류로 나눠 각각의 연

결성 및 방향성을 고려하여 분류를 세분화한 모서리 정보를 추출하였고 냉장고,

엘리베이터, 옷장 등 총 8개의 객체들을 경계상자(bounding box)형태로 표현

한 뒤, 상자의 좌상단, 좌하단, 우상단, 우하단의 모서리 정보를 추출하였다. 그

리고 거실, 키친, 발코니 등 11개의 방 종류의 정보를 대상으로 세그먼테이션을

수행하여 실내공간의 의미론적인 분석을 향상시켰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모서리

정보들을 활용하여 제약 조건 기반의 정수계획법을 통해 벡터화를 진행하여 도

면으로부터의 3D 모델링을 구현하였다.

Dodge et al.(2017)은 도면 내 기하학적 요소들의 모서리 추출에 딥러닝을

활용한 Liu et al.(2017)와 달리, 딥러닝 기반의 세그먼테이션 및 객체 탐지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벽체를 대상으로 FCN 기반의 딥러닝 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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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테이션 네트워크를 적용하였으며, 업 샘플링(up-sampling)레이어와 풀링 레

이어의 구성을 조절한 스킵 레이어(skip layer)구조를 통해 벽체의 세그먼테이

션을 수행하였다. 싱크대, 문, 오븐 등 총 7개의 객체들에 대해서 Faster

R-CNN 딥러닝 네트워크를 적용하여 객체의 위치를 경계상자 형태로 표현하였

다. 마지막으로, OCR을 통해 도면 내 존재하는 방 사이즈를 인식하였다. 최종

적으로 벽체 중심의 3D 모델링을 통해 실내 공간을 재현하였으며, 추출된 가구

및 문의 위치를 3D 모델과 결합 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김성용(2018)은 도면의 범용적인 활용 측면에 중점을 두어 딥러닝 기반의 학

습을 통한 도면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Liu et al.(2017)와 Dodge et al.

(2017)의 연구는 다량의 정답 데이터의 구축을 요구하며 비교적 관리가 잘되어

깨끗한 도면인 Rakuten데이터 셋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학습된 네트워크를 다양한 도면 포맷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고자 김성용(2018)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도면 포맷의 실내공간의 형

상 재현을 잘 표현하도록 일관된 스타일로 도면을 변환시키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의 도면 해석을 선보였다. 도면의 스타일 변환을 위해

C-GAN 딥러닝 네트워크 기반의 Style Transfer를 활용하였으며, 네트워크의

마지막 합성곱 레이어(convolution layer)의 피쳐맵을 기반으로 하는 모서리 히

트맵을 생성 해 벽체와 문의 대한 모서리 정보를 추출하였다. 스타일 트랜스퍼

의 결과물과 모서리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수계획법을 통해 인접행렬을 구성한

뒤 최종적으로 래스터 도면의 벡터화를 수행하였다.

Yamasaki et al.(2018)은 도면 내 기하학적 요소들뿐만 아니라 거실, 부엌,

복도 등과 같은 방의 용도를 구분해 세그먼테이션 하여 실내공간의 폭넓은 위

상관계를 재현하는데 연구를 집중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Dodge et al.(2017)

과 마찬가지로 FCN 기반의 세그먼테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객체들과 방의 종류

를 픽셀 단위의 분류를 수행하였다. 이후, 추출된 결과 이미지들 간의 구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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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을 측정하여 그래프화 시킴으로써 구조적인 연결성을 생성하였다..

Zeng et al.(2019)은 도면 내 존재하는 벽을 포함한 객체들과 이들이 구성하

는 방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객체들을 대상으로 세그먼테

이션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픽셀 기반의 분류를 수행한 Yamasaki et

al.(2018)과 Dodge et al.(2017)는 달리, 먼저 도면 내 요소들을 벽체, 문 그리

고 창문이 포함된 방의 경계(room boundary)와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방의

용도로 나눈 후, 이들 간의 공간적인 관계를 고려한 세그먼테이션을 수행하였

다. VGG 인코더 기반의 다중 작업 딥러닝 네트워크를 설계하였으며, 공간적인

관계성을 학습시키기 위해, 어텐션 메커니즘(attention mechanism)을 도입하여

방의 경계들의 피쳐를 방 용도들의 학습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2.2.3 시사점 및 결론

기존 딥러닝 기반의 도면 해석 연구들은 각각의 목적에 맞춰 딥러닝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3D데이터 또는 3D 모델링을

위한 기반 데이터로 변환 하였다. Dodge et al.(2017)는 벽체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도면 내 문과 창문등과 같은 객체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위치만 탐지하였고, 김성용(2018)은 스타일 트랜스퍼를 통해 도면을 일관된 형

태로 변환함으로써 프로세스에 다양한 포맷의 도면에 적용하였지만, 이로 인해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는 한계점이 있다. Yamasaki et al.(2018) 와 Zeng et

al.(2019)은 도면을 구성하는 방들의 분류 및 위상 관계 형성하였지만 객체들

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기존에는 특정 목적에

맞춰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정보량이 풍부하고, 벽체의 정답 데이터

가 포함된 Rakuten 데이터 셋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 및 디지털 트윈 구축을 위한 3D 데이터 구축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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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작은 규모의 주택, 상가 건물보다는 대형 건물에 대해 사회적, 기술적 수요

가 높다. 도서관이나, 강의동 같은 대형 공공시설 건물의 경우, 실내 공간의 면

적이 매우 크고 구조적으로 복잡하며, 도면 내 포함되는 기하학적 요소들의 개

수 및 종류가 많다. 또한, 작은 이미지의 해상도를 지니고 전체 픽셀의 면적 대

비 객체들이 차지하는 픽셀의 비중이 적은 데이터 셋을 이용한 선행 연구는 픽

셀 면적이 작은 객체들의 피쳐를 추출하기에 기술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대학

교 데이터 셋을 이용하였다. 도면 내 작은 객체의 특징도 추출할 수 있는

FPN(Feature Pyramid Network)와 시맨틱(semantic)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

는 ResNet101 딥러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Mask-R CNN 모델을 사용함으로

써, 대형 시설 건물의 도면 내 존재하는 객체들을 대상으로 세그먼테이션을 수

행하였다. 이후, 분류된 객체별 픽셀 단위의 이미지들을 대상으로 벡터화를 진

행하여 최종 벡터 포맷의 3D 모델링 구축을 위한 기반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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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범위 및 방법

도면 해석 연구는 도면 이미지를 구성하는 객체의 종류 및 표현 방식에 따라

해석 과정에 있어서 집중하는 분야가 다르며 프로세스가 도면에 의존적이다. 특

히 학습 기반의 도면 해석 연구에서는 도면의 구조적 특징과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 피쳐를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딥러닝 네트워크의 구조에 차이가 있고 벡터

화 단계 또한 이에 의존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된 부동산도면과 달리, 규모가 크고 구조

적으로 복잡한 건물의 도면을 대상으로 객체를 추출하고, 추출한 객체의 벡터화

를 통해 도면 해석 연구를 진행한다.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에서 제공하는 서울

대학교 내 건물의 평면도를 수집하여 학습 데이터 셋을 구축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 과정은 그림과 같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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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구 흐름도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제공받은 스캔된

서울대학교 평면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제로 패딩

(zero-padding) 기법을 통해 도면 데이터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동일한 이미지

로 변환하여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기하 정보 추출 단계에서는 전처리가 완료된 학습 데이터 셋

에 Mask R-CNN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대상 객체를 추출한다. 사용된 도면

이미지 특성상, 도면이 묘사하는 건물의 규모는 매우 크고, 작은 객체로 표현된

객체들과 기하학적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방식은 객체를 추출하

는데 제한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객체의 크기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피

쳐를 추출이 가능한 FPN과 이미지 내 더 많은 피쳐들을 찾아 낼 수 있는

ResNet101을 활용한 Mask R-CNN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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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Net50을 기반으로 하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도면 이미지 내 벽체

를 추출하였다. Mask R-CNN 모델과 ResNet50 모델을 통해, 각각의 객체들

에 대한 세그먼테이션을 수행하여 탐지된 객체들의 픽셀 단위로 분류된 이미지

를 생성하였으며,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경우, RoI(Region Of Interest)좌표 값

을 추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벡터화 단계에서는 객체들의 이미지와 RoI 좌표 값을 통해

벡터화를 진행하였다. 추출된 래스터 형태에서 벽체의 중심선을 생성하기 위해

Zhung and Shan(1984)의 세선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고, 연결성분 분석을 통

해 노이즈를 제거하였다. 이후, 세선화된 이미지를 대상으로 Harris and

Stephens(1988)의 모서리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벽면을 구성하는 모서리

를 탐지하였다. 최종적으로 세선화 된 이미지 내 픽셀간의 연결성 정보와 추출

된 벽체의 모서리 좌표 값을 이용하여 벽의 그래프를 생성하였다. 이후, 문과

창문을 대상으로 벽체와 비슷한 방식의 모서리 추출을 수행한 뒤, 이를 벽의 그

래프와 결합하는 방식의 벡터화를 진행하였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의 경우,

RoI좌표 값을 이용해 MBR(Minimum Bounding Rectangle)을 생성 후 벡터

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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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약어 정리

본 절은 도면 내 기하정보 추출 단계와 벡터화 단계에서 사용된 용어

(terminology)들의 약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표 1-4와 같다.

약어 영문 원어

BBR Bounding Box Regressor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ast R-CNN Fast Region Based CNN

Faster R-CNN Faster Region Based CNN

FCN Fully Convolutional Network

FPN Feature Pyramid Network

IoU Intersection Of Union

Mask R-CNN Mask Region Based CNN

MBR Minimum Bounding Rectangle

R-CNN Region Based CNN

ResNet50 Residual Network 50

ResNet101 Residual Network 101

RoI Region Of Interest

RPN Region Proposal Network

[표 1-4] 약어표(알파벳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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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물의 개념적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지닌 건물의 도면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도면 해석 연구이다. Zhi et al.(2003)은 복잡한 건축도면은 건물의

주된 용도를 위한 공간(방), 연결 목적을 위한 공간(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건

물의 관리나 유지를 위한 공간(기계실, 설비실)등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지닌

공간으로 구성되어있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김성용(2018)의 연구에서

소개된 세움터 데이터 셋은 시공도면, 설비도면 등이 포함되어 포맷이 다양하며

도면 내 담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다양함에 있어 이를 복잡한 도면을 지닌 데

이터 셋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도면 해석 연구자들의 연구 목적에 따라

각각의 사용되는 핵심 단어가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대상인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물의 건축도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규모가 큰 건물: 규모가 큰 건물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형태의 건물을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공공시설 형태의 건물이

다. 연립주택의 경우,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건물의 연

면적이 세대 당 최소 
이상이며 건물은 최대 

을 초과하지 않음으

로 이를 기준으로 건물의 규모를 정의하여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서울

대학교 건물 중 규모가 큰 분류에 속하는 60동 관정도서관의 경우 층당 연 면

적이 약 
인 점을 감안하여 이를 초과하지 않는 기준으로 규모가 큰 건

물을 정의하였다.

- 복잡한 건물: 복잡한 건물은 공용 데이터 셋인 CVC-FP, Rakuten-FP에

비해, 도면 내 포함되어 있는 기하학적 요소들의 종류(벽, 문, 창문)와 형태(창

문과 문의 유형)가 다양하고 개수가 많다. 세움터 데이터 셋의 경우, 도면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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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 종류가 다양하고 정보의 수준이 다양한 복잡한 도면이지만, 연립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물 도면이 대부분을 구성하며 이로 인해 도면 내 포함되는 객체 수

및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공간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세

움터 데이터 셋에 비해 본 연구에서의 복잡한 건물의 도면은 도면 내 포함되는

각각의 기하학적 요소들이 지닌 개수가 많고 강의실, 복도, 계단실, 대강당 등과

같이 다양한 용도를 지닌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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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딥러닝 기술 기반의 객체 탐지 알고리즘

이미지 내 객체 탐지는 컴퓨터 비전분야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도전적인 분야

의 하나로서, 이미지 내 포함된 여러 객체에 대해 어떤 객체인지 분류하는 분류

문제와 해당 객체의 위치를 경계 상자를 통해 찾아내는 위치조정 문제를 해결

해내는 기술이다. 객체 탐지는 CCTV를 통한 재난 혹은 보안 감시나 자율주행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널리 적용되어 있으며, 활용법에 따라 특정 분류의 대상

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기계학습 및 인공 지능을 통한 기술 발전

에 힘입어 딥러닝을 활용한 다양한 양질의 이미지 데이터의 대한 분석 및 활용

도이 활발해졌으며, 사회의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이를 통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Liu et al., 2018, Jiao et al., 2019).

다음의 절은 본 연구에서 도면 내 기하 정보 추출에 사용된 Mask R-CNN

딥러닝 모델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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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R-CNN의 모델 구조

2.1.1 Region based CNN(R-CNN)

Girshick et al.(2014)의 R-CNN은 딥러닝 기반의 객체 검출 알고리즘으로,

이미지를 무수히 많은 수의 지역으로 나눠 객체가 있을 법한 지역을 찾은 뒤

이를 대상으로 피쳐들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객체를 분류하고 경계상자 형태

의 지역의 위치를 정답 객체의 위치와 맞도록 조정한다. 이에 따라, R-CNN의

객체 탐지의 단계는 이미지로부터 RoI를 생성해내는 영역제안 단계와 생성된

RoI를 CNN과 같은 인공신경망을 통해 지역 내 객체의 피쳐를 뽑는 피쳐 추출

단계 그리고 추출 후 분류 및 위치를 조정하는 단계로 나눠진다. R-CNN의 구

조는 그림2-1과 같다. 먼저 이미지 내의 비슷한 질감이나 색, 강도를 지니고 있

는 인접한 픽셀들을 클러스터링(clustering)하는 선택적 탐색 기법(selective

search)을 통해 관심 영역 탐색을 한다. 이후, 생성된 RoI들을 같은 크기로 만

든 후 각각 CNN의 입력으로 넣어 피쳐들을 추출한다. 최종적으로 사전에 학습

된 SVM(Support Vector Machine)분류기를 이용해 추출된 객체에 대한 분류

를 수행하고 BBR(Bounding Box Regressor)을 통해 객체가 속한 경계 상자

의 위치 좌표 값을 정답과 비교하여 조정을 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R-CNN은 영역 제안 단계, 객체 추출 단계 그리고 분류 및 조정하는 단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이로 인해 학습의 속도 및 성능이 매우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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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Fast R-CNN의 모델 구조

2.3.2 Fast Region based CNN(Fast R-CNN)

Girshick et al.(2015)의 Fast R-CNN은 R-CNN의 속도 및 성능을 개선한

네트워크로써 구조는 그림2-2와 같다. 선택적 탐색 기법을 통한 영역 제안방법

은 R-CNN과 동일하나, 피쳐 추출 단계와 결과를 분류 및 조정을 하는 단계에

서 RoI들 간의 서로 인공신경망을 공유하며 동시에 분류와 위치조정의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의 간소화된 단계로 발전시켰다. 즉 기존의 R-CNN에서

2000개의 RoI가 각각 가중치를 공유하는 CNN을 하나 씩 통과했다면 Fast

R-CNN은 2000개의 RoI가 CNN을 한 번에 통과하면서 학습의 가중치를 공유

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이미지를 인공신경망에 넣어 피쳐맵을 생성한

뒤 색출된 RoI들을 합성곱 레이어의 피쳐맵에 투영시켰다. 이후 RoI를 일정한

고정된 길이의 크기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RoI 풀링 레이어(pooling layer)를

네트워크에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전 연결(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친

RoI들을 2개의 병렬적 구조를 지닌 분류 레이어와 경계상자 조정 레이어에 입

력 시켜줌으로써 객체의 분류와 위치에 대한 조정을 수행한다. R-CNN 과 비

교하여 Fast R-CNN은 학습시간이 3배, 테스트 시간 25배 감소되었으며, 객체

추출의 성능도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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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Faster R-CNN의 모델 구조

2.1.3 Faster Region based CNN(Faster R-CNN)

Ren et al.(2016)의 Faster R-CNN은 영역 제안 단계를 개선하였다.

R-CNN과 Fast R-CNN에서의 사용되었던 선택적 탐색 기법을 대체할 수 있

는 CNN 기반의 RPN(Region Proposal Network)를 제안하여 이를 모델 내

부로 통합시켰다. RPN은 합성곱 레이어의 피쳐맵을 입력으로 받아 경계 상자

형태의 영역 제안과 제안된 영역 내의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 확률의 점수인 대

상성 점수(objectness score)를 반환해주는 네트워크이다. 피쳐맵을 대상으로

슬라이딩 윈도우(sliding window)를 픽셀 단위로 이동시키며 이때 윈도우의

위치를 중심으로 사전에 정의된 다양한 비율 및 크기의 경계상자 형태를 지닌

앵커상자(anchor box)를 통해 영역을 제안한다. 이때, 각각의 앵커상자들을 정

답과 비교하여 IoU(Intersection of Union) 값을 구한 뒤, 값에 따라 긍정적

앵커와 부정적 앵커로 구분하여 학습을 진행한다. Faster R-CNN은 Fast

R-CNN과 비교하여 시간이 10배 감소되었으며, 성능 또한 다소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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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Feature Pyramid Network의 구조

2.1.4 Feature Pyramid Network

Lin et al.(2016) 의 FPN(Feature Pyramid Network)는 이미지로부터 추출

된 서로 다른 크기 정보를 지닌 피쳐들을 합쳐서 손실된 지역적 정보를 보충하

여 더 강한 피쳐를 만드는 상향식과 하향식 피라미드의 구조를 지닌 딥러닝 기

술이다(그림 2-5). CNN을 통해, 이미지의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지닌 합성곱

레이어 혹은 ResNet구조 내 병목 레이어의 단계별 마지막 합성곱 레이어와 같

은 영향력이 있는 특징이 존재하며 서로 다른 크기를 지닌 피쳐맵들을 추출하

여 상향식 구조의 피라미드를 만든다. 이와 같이 구성된 피라미드는 올라갈수록

점점 작은 크기의 피쳐맵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지의 정보 또한 응축되어 진다.

이후, 상향식 구조의 제일 위의 피쳐맵을 대상으로 피처맵의 크기를 2배로 업

샘플링 하여 더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로 만든 후, 스킵 커넥션 구조를 통해 같

은 해상도 크기를 지닌 그림 2-5의 (a)의 피쳐맵과 더해줌으로써 정보를 보충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기존의 추출된 피

쳐맵들을 좀 더 다양한 크기의 객체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미 있는 특

징을 지니게 만들어준다. FPN는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Faster R-CNN,

Mask R-CNN 등과 같은 CNN 기반의 객체 검출 알고리즘 내부에 통합되어

객체에 대한 시맨틱한 피쳐를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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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Mask Region based CNN (Mask R-CNN)

He et al.(2018)의 Mask R-CNN은 객체 추출 알고리즘인 Faster R-CNN

의 확장된 모델이다. Faster R-CNN의 출력물인 객체의 대한 분류정보와 경계

상자 형태의 위치정보에 추가로 경계 상자내의 객체에 해당되는 마스크(Mask)

에 대해 픽셀단위의 세그먼테이션이 가능하도록 확장하였다. 즉 이미지 내 검출

대상에 대한 분류 정보와 위치정보 그리고 픽셀단위의 정보까지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분류 및 위치 조정 레이어들과 병렬적인 구조의 합

성곱 레이어와 역 합성곱(de convolution) 레이어로 구성된 마스크 구조(mask

branch)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RoI풀링 레이어를 대신할 RoI정렬 레이어(RoI

Align Layer)를 추가하였다. 기존의 RoI 풀링 레이어의 경우, RoI를 표현하는

경계상자가 픽셀 좌표 값이 소수점 좌표를 지니고 있을 경우, 각 좌표를 반올림

하여 계산하였다. 이를 보안하기 하고자 RoI정렬 레이어 에서는 최대한 정확하

게 RoI로부터 픽셀 좌표 값을 추출하기 위해 선형 보간 방법(linear

interpolation)을 사용하였으며 He et al.(2017)에 따르면, 이를 통해 검출 정확

도와 세그먼테이션 성능이 상당히 올라갔다.

Mask R-CNN은 이미지 내의 객체의 분류, 위치 탐지 그리고 세그먼테이션

을 동시에 하는 딥러닝 네트워크로써 단속용 카메라 영상 내 주정차 탐지(Lee

et al., 2019), 적외선이미지 내 발열물체 탐지(Song et al., 2018), 의료용 초음

파 영상 속 물체 탐지(Liu et al., 2019), 고해상도 항공사진 내 건물 탐지 등

(zhou et al., 2019), 한국 문화유산 내 도자기와 토기 자동 검출 연구(Kang

et al., 2019)등 사회의 각기 다른 분야에서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Mask R-CNN을 건축 도면에 적용하여 도면을 구성하는 기하학적 요소

들을 탐지 및 추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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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Mask R-CNN의 모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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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제안하는 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습기반의 도면 해석의 단계는 그림 3-1과 같으며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분류된다. 1)먼저 데이터 전처리 및 학습 데이터 생성 단계에서

제로 패딩 기법을 통해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 시키면서 이미지의 크기를 재조

정 한다. 2) 전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대상으로 FPN 과 ResNet101 기반의

Mask R-CNN 딥러닝 모델을 통해 도면 이미지 내의 문, 창문, 계단, 엘리베이

터의 기하학적 요소들을 추출하며 ResNet50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벽체의

기하학적 요소를 추출 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객체별로 픽셀 단

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경우, RoI의 픽셀 내 좌표

값을 추출한다. 3) 딥러닝의 결과물들을 대상으로 벡터화 단계를 진행한다. 먼

저 추출된 벽체 이미지로부터 세선화 알고리즘을 통해 벽체의 중심선을 추출하

고 이에 대해 모서리 탐지를 수행하여 벽면을 구성하는 모서리들을 추출한다.

세선화된 이미지 내 픽셀들을 대상으로 주변탐색을 수행해 픽셀간의 연결성을

확보한 뒤, 추출했던 모서리들의 x, y 좌표 값을 이용하여 벡터화된 벽의 그래

프를 생성한다. 이후, 생성된 벽의 그래프에 창문과 문의 모서리를 결합시키는

방식의 벡터화를 진행하며,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경우 추출된 RoI좌표 값과 id

값을 통해 벡터화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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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제안하는 단계 및 단계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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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데이터 전처리 과정

3.1 데이터 전처리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서울대학교 도면 데이터 셋을 대상으로 제로 패딩 기

법을 통한 전처리를 수행한다(그림 3-2). 제로 패딩 기법은 이미지의 비율이 다

를 경우, 크기가 작은 쪽의 방향으로 0 값을 채워 넣어 이미지의 비율이 같아지

도록 크기를 조정시켜주는 이미지 처리 기술이다. 서울대학교 도면 이미지의 경

우, 서로 다른 가로 세로 비율을 지닌 도면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비율을

유지시키는 것은 상대 좌표를 사용하는 실내공간의 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제로 패딩 기법을 통해 도면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

율을 모두 일정하게 조정시켜주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습용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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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기하 정보 추출 과정

3.2 기하 정보 추출

본 연구는 FPN과 ResNet101을 기반으로 하는 Mask R-CNN 딥러닝 모델

과 ResNet50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내도면 내의 기하학적 요소를 추

출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3-3). ResNet101기반의 Mask R-CNN 딥러

닝 모델을 통해 도면 내 문, 창문, 엘리베이터, 계단에 대한 픽셀 단위의 이미지

를 추출하였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의 경우, RoI의 좌표 값을 따로 저장하였

다. 그리고 ResNet50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벽체에 대한 픽셀 단위의 이미

지를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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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ResNet101 으로부터 피쳐맵 추출

3.2.1 Mask R-CNN 딥러닝 모델

Mask R-CNN 딥러닝 모델은 이미지 내 객체를 분류하고 위치를 경계상자

형태로 찾으며 더 나아가 경계상자 내 객체를 대상으로 픽셀 단위의 세그먼테

이션을 수행하는 딥러닝 모델이다. 본 연구는 Mask R-CNN을 통해 도면 내

존재하는 기하학적 요소(문, 창문, 계단, 엘리베이터)들을 픽셀 단위의 이미지로

및 RoI 좌표 정보를 추출하였다. Mask R-CNN은 학습 단계에서 양질의 정보

를 추출하기 위해 ResNet101 딥러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입력된 이미지의 피

쳐맵들을 추출 하였고 다양한 크기의 객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피쳐

맵들 간의 FPN을 구성하였다.

먼저 입력된 도면 이미지에서 피쳐맵를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표 3-1

로 구성된 ResNet101 딥러닝 모델의 구조로부터 1단계를 제외한 각 단계별 마

지막 합성곱 레이어에서 이미지 사이즈가 다른 4개의 피처맵들을 추출하였다.

각 단계의 마지막 합성곱 레이어는 단계 내의 가장 영향력이 높은 피처맵이 존

재하며 이로 인해 풍부한 정보량을 지닌 FPN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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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Name

Output

Size

ResNet50 Model ResNet101 Model

Stage 1 1024x1024
7 x 7, 64, stride 2

3 x 3 max pool, stride 2

Stage 2 256x256

3x Residual Blocks
[(1x1,64),
(3x3,64),
(1x1,256)]

3x Residual Blocks
[(1x1,64),
(3x3,64),
(1x1,256)]

Stage 3 128x128

4x Residual Blocks
[(1x1,64),
(3x3,64),
(1x1,256)]

4x Residual Blocks
[(1x1,64),
(3x3,64),
(1x1,256)]

Stage 4 64x64

6x Residual Blocks
[(1x1,64),
(3x3,64),
(1x1,256)]

22x Residual Blocks
[(1x1,64),
(3x3,64),
(1x1,256)]

Stage 5 32x32

3x Residual Blocks
[(1x1,64),
(3x3,64),
(1x1,256)]

3x Residual Blocks
[(1x1,64),
(3x3,64),
(1x1,256)]

[표3-1] ResNet50 과 ResNet101의 네트워크 세부 구조

추출된 서로 다른 크기와 정보를 가지는 4개의 피쳐맵을 기반으로 FPN을 구

성하여 객체의 크기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피쳐맵을 보강하였다. 먼저

ResNet101 으로부터 추출된 피쳐맵들을 대상으로 하향식 구조의 이미지 피라

미드를 쌓는다. 이후, 32 x 32 크기의 제일 작은 피쳐맵을 대상으로 업 샘플링

레이어를 통해 2배로 해상도를 키워 64 x 64 크기의 피쳐맵을 만든 뒤 스킵

커넥션을 통해 상향식 구조내의 동일한 크기의 피쳐맵과 합침으로써, 정보를 보

충해준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추출된 4개의 피쳐맵들이 다양한 크기로부터

추출된 피쳐를 상호보완 해주는 과정을 거친다(그림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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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FPN을 통해 생성된 피쳐맵

FPN를 통해 생성된 크기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피쳐맵들을 RPN의 입력으로

사용하여 이미지 내 객체가 있을 법한 지역을 색출한다. Zhou et al.(2019)은

앵커상자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이미지 내 작은 객체들의 추출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도 이미지 면적 대비 작은 크기의 객체들이 포함된

지역을 잘 찾을 수 있도록 RPN 내 지역을 탐색하는 기준인 앵커 상자의 크기

를 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도면 내 창문의 기호적인 특징상, 두께가 얇고 폭이 넓은 창

문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앵커 상자의 비율을 로 구성

하였다(그림 3-6). 이와 같이, 다양한 비율 및 크기의 앵커상자를 사용하여 객

체의 크기에 유연하고 도면 기호의 특성에 잘 맞는 RoI들을 색출할 수 있었다.

이후, 정답상자와 비교하여 IoU 값이 0.7 이상이거나 가장 많이 겹치는 IoU 값

을 가지는 RoI들을 긍정적 앵커로 분류하고 나머지 중에서 IoU 값이 0.3 이하

인 RoI들을 부정적 앵커로 분류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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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앵커상자의 크기 및 비율

[그림 3-7] 분류, 위치탐지, 세그먼테이션 단계

마지막으로, RoI들을 대상으로 객체의 분류, 위치탐지 그리고 세그먼테이션을

진행한다. 진행하기에 앞서, 다양한 크기와 비율로 구성된 RoI들을 RoI 정렬

레이어를 통해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만든다. 이후, 완전연결 레이어의 입력 값

으로 하여 영역 내 객체를 분류하고 위치를 조정하며, 병렬적 구조를 지닌 마스

크 구조로 통과시켜 RoI 내 객체에 대한 픽셀 단위의 세그먼테이션을 수행한다

(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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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사용된 손실 함수가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RPN 손실 함

수와 3개의 Mask R-CNN 손실 함수로 나뉜다. RPN의 손실함수는 식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1)

RPN의 손실함수는 앵커상자 내의 객체가 있는지의 대한 분류를 수행하는

 와 객체가 존재할 경우, 앵커상자의 위치를 조정해주는 


로 구성된

다중 손실함수이다(식 3-2).


  

 log 
 log    

(3-2)

은 RoI 내의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기 위해

Softmax Cross Entropy 손실함수를 사용 하였으며(식 3-2),  는 i번째 앵

커가 객체일 예측 확률이고 

는 앵커가 긍정적이면 1이고 부정적이면 0이다.

즉, 긍정적인 앵커인 경우에만 



가 활성화된다.

     
    

   
  

  log 
  log

  log 
  log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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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 ∥∥  (3-4)

경계 상자의 위치 조정은 식 3-3과 같다. 상자에 대해 x, y는 중심 좌표, w

는 넓이, y는 높이를 나타내고, 변수 은 각각의 예측된 경계 상자, 은 앵커

상자 그리고 은 정답상자를 나타낸다. 즉 은 예측된 앵커 상자에 대한 4개

의 좌표를 표시하는 벡터이고 

은 이에 대한 정답 좌표 벡터이며 최종적으로

이 둘의 차이를 통해 을 구한다. 은 학습을 용이하기 위해서 


을(식3-4)사용하였다.

이어지는 Mask R-CNN은 총 3개의 다중 손실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추출

된 RoI들을 대상으로 객체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해 RPN의 손실함수와 동일한

Softmax Cross Entropy 손실 함수를 사용하였고(수식 3-2), 마찬가지로 L1

Smooth 손실함수를 통해 RoI내의 객체의 위치를 조정하였다(수식 3-4). 마지

막으로 객체의 픽셀 단위 세그먼테이션을 위한 Binary Cross Entropy 손실함

수를 사용하였다.

   






 

 










  





≤≤

log log 

(3-5)

수식 3-5의 Binary Cross Entropy 손실 함수에서 는 m x m 크기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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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벽체의 구조적인 특성

역 내 픽셀i,j의 해당되는 정답이고, 

는 이에 대한 예측 값이다. 따라서

Mask R-CNN 딥러닝 모델에 사용된 손실함수는 식 3-6과 같다.

  

(3-6)

3.2.2 ResNet50 딥 네트워크 모델

앞서 FPN과 Resnet101 기반의 Mask R-CNN 딥러닝 모델을 통해 입력된

도면 이미지를 다양한 크기와 비율의 앵커 상자로 나누어 지역 내 존재하는 객

체들에 대한 분류, 위치 탐지 그리고 픽셀 단위의 분류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단일 객체인(창문, 문)과 달리 벽체는 도면 내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연결성을

가지는 기하학적 요소이다. Mask R-CNN에서는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지역

을 대상으로 객체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기 때문에 벽체의 구조적인 특성을 지

역으로 찾아내기에 한계가 존재한다(그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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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별도의 ResNet50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지역이 아닌 이미지

전체를 대상으로 벽체의 대한 피쳐를 추출하였다. 사용된 ResNet50의 구조는

표 3-1과 같으며, 마지막의 완전연결 레이어 대신에 피쳐맵 추출을 위한 역 합

성곱 레이어를 사용함으로써 Mask R-CNN과 동일한 세그먼테이션 결과물이

생성 가능하도록 수정을 하였다. 손실함수는 Logistic Sigmoid Cross Entropy

를 사용하였으며(식 3-7) 이때, 는 예측한 벽의 픽셀 값이고 는 이에 해당되

는 정답 픽셀 값이다.

    loglog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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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벡터화 단계

3.3 벡터화

앞서 Mask R-CNN 딥러닝 모델과 ResNet50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추출

된 결과는 벽, 문, 창문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3장의 이미지와 엘리베이터

와 계단실의 RoI 정보를 포함하는 하나의 CSV 파일이다. 본 절에서는 분리된

이미지 및 파일을 사용하여 딥러닝 모델을 통해 추출한 벽체와 객체를 벡터화

하는 과정을 제안한다(그림 3-9).

Jang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딥러닝으로 부터 추출된 벽체의 픽셀 단위

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벡터화를 수행하였다. 먼저, 두께를 지닌 벽체의 이미지

로부터 중심선을 도출시키기 위해 Zhung and Shan(1984)의 세선화 알고리즘

을 수행하였다. 이후 중심선만 남은 벽체의 픽셀 이미지를 대상으로 Harris

and Stephens(1988)의 모서리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벽면을 구성하는 모

서리의 x, y 좌표를 구하였다. 추출된 벽체의 모서리들 간의 연결 정보를 생성

하기 위해, 세선화가 적용된 이미지의 각각의 픽셀들을 대상으로 주변탐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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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이때, 인접한 픽셀들 간의 연결을 시킴으로써 많은 수의 모서리를 지

닌 벽체의 그래프를 생성 할 수 있다. 이후, 추출된 모서리의 x, y 좌표와 동일

한 위치에 있는 벽체 그래프의 모서리들을 선별한 뒤, 해당 모서리들을 기준으

로 벡터를 재생성하여 최종적으로 벡터화된 벽체를 생성하였다.

Jang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벽체의 벡터화를 통해 실내공간의 구조를

재현하였으며 벽 외의 객체(문, 창문, 엘리베이터, 계단)들을 대상으로는 벡터화

를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Jang et al.(2017)의 연구에서 제안

한 벡터화 기법을 확장하여 창문과 문의 벡터화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동

시에 엘리베이터와 계단과 같은 추가 객체들의 벡터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한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경우, 객체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MBR기반의 벡터화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3.1 벽체의 벡터화

먼저 실내공간의 구조 재현을 위한 벽체의 벡터화를 수행한다. 딥러닝의 결과

물로 생성된 벽체의 이미지는 도면에서 두께를 가진 벽을 픽셀 단위로 추출한

것이며 이로 인해 벽과 벽이 교차하는 모서리 하나당 안쪽과 바깥쪽의 모서리

가 추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Jang et al.(2017)은 벽체의 벡터화를 위

해, 벽체의 픽셀 이미지를 대상으로 Zhung and Shan(1984)의 세선화 알고리

즘을 개량한 알고리즘을 통해 벽체의 중심선을 추출함으로써 실내 공간을 구성

하는 모서리와 누락되는 벽면이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내 구조가 복잡한 도

면의 경우에는 H빔(h-beam)과 같은 기둥이나 화장실의 내벽 등 크고 작은 다

양한 벽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그먼테이션 과정에서 노이즈(noise)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이즈 제거를 위해 픽셀간의 연



- 47 -

[그림 3-11] 연결성 정보 생성

[그림 3-10] 세선화 알고리즘 적용 및 노이즈 제거 예시

결성분 분석을 통해 연결성이 낮은 픽셀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수행

하였다(그림 3-10).

이후 노이즈가 제거된 벽체의 중심선 이미지를 대상으로 Jang et al.(2017)

와 동일한 방식의 Harris의 모서리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해 벽면을 구성하는

모서리를 추출하였고 노이즈가 제거된 중심선 이미지의 각각의 픽셀들을 중심

으로 인접한 주변 픽셀들의 개수를 기록하여 연결성 정보를 생성하였다(그림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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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벽체의 인접행렬 구성

이후, 픽셀들을 연결하여 벽체의 그래프를 생성한 후 추출된 모서리의 x, y

좌표를 통해 벡터를 재생성하여 최종적으로 그림 3-12와 같은 벽의 인접행렬을

구성하였다.

3.3.2 문의 벡터화

다음으로 문의 벡터화를 진행한다. 문은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하는 객체임으로

벽의 벡터화된 그래프를 생성한 뒤 이에 결합하는 것이 적합함으로 김정옥

(2018)의 “실내공간 세계주도기술 개발 및 실증”의 “연구 개발 목표 및 결과”

를 참고하여 벡터화된 벽체의 모서리와 문의 모서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도면 내 존재하는 문 객체의 경우, 유형의 따라 적게는 2개의 모서리부

터 많게는 5개까지 모서리가 추출되는 문들이 존재한다. 특히 서울대학교 도면

은 복잡한 실내구조를 가지며 동시에 많은 수의 문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다양

한 표기 방식의 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문의 기호를 사전에 정의하고 벡

터화를 수행한 선행 연구(Or et al., 2005)의 방식을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본



- 49 -

연구에서는 그림 3-13와 같이 2개의 유형에 대한 문의 기호를 정의하였다.

그림 3-13 문의 기호

김정옥(2018)의 “실내공간 세계주도기술 개발 및 실증”의 “연구 개발 목표

및 결과”에 따르면, 먼저 벽체의 이미지 처리 방법과 유사하게 Harris and

Stephens(1988)를 통해 문을 구성하는 모서리들을 검출하였다. 그러나 추출된

문의 모서리들은 문이 연결되어 있는 벽의 방향에 대한 정보가 상실된 상태임

으로 벽과 결합될 문의 모서리들을 그룹 내에서 선별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룹 내 모서리들과 인접한 벽의 모서리와 선분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최단 거리의 2개의 문의 모서리를 선별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둘을 각각의 최근

접 벽의 모서리와 결합하여 벡터화를 수행하였다.

[그림 3-14] 문의 모서리와 벽체의 모서리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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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2번째로 가까운 벽과의 결합

그러나 그림 3-15와 같이 2개의 모서리가 같은 벽의 모서리를 찾은 경우, 하

나의 벽의 모서리에 두 개의 문 모서리 정보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처리하기 위해 중복되는 2개의 모서리 중 하나의

모서리를 대상으로 2번째로 가까운 벽면의 모서리와 결합하는 과정을 추가적으

로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문과의 결합에 성공한 벽체의 모서리의 연결성 정

보를 2로 바꿔줌으로써, 연결성 정보를 추가하였다.

3.3.3 창문의 벡터화

창문은 벽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임으로 문과 마찬가지로 벽체의 그래프와 결

합하는 방식의 벡터화를 진행하였다.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하는 문 객체와 달리,

창문은 벽 안의 포함되어 있음으로, 창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벽면의 모서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문과 같이 최 근접한 벽면의 모서리와의 결합을 통한 벡

터화가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창문은 벽면의 모서리와의 결합이 아닌

벽면과의 결합을 통해 벡터화를 수행하였다. 먼저 벽체와 동일 방식으로 창문을

구성하는 양끝 모서리들을 추출한 후 같은 객체내의 그룹을 형성하였다. 추출된



- 51 -

[그림 3-16] 창문의 모서리와 벽체의 선분의 결합

창문의 모서리들과 근처 벽의 선분 간의 거리를 구하며, 벽의 방향에 따라 수

직, 수평거리를 식 3-7과 같이 구한다.

  

 

  




 



(3-7)

 과 은 창문을 구성하는 모서리의 x, y좌표이고, ,  와 , 은 각

각 창문과 근접한 벽면을 구성하는 모서리의 좌표이다. 최종적으로 과 은

선분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벽의 방향에 따라 이동하여 결합된 창문의 모서리

정보이다. 최종적으로 구해진 거리의 값만큼 창문의 모서리들을 벽의 방향으로

이동시켜 최종적으로 창문을 벽체와 결합시킨다(그림 3-16). 이때    이

면 과  을,   이면 과 을 과 의 값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

다.



- 52 -

[그림 3-17]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벡터화

3.3.4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의 벡터화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의 경우, 딥러닝의 모델을 통해 추출한 RoI 좌표 값과 id

를 통해 벡터화를 진행한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은 층간 연결 정보를 표현하며

벽과 독립된 객체임으로, 벡터화 단계에서 벽과의 연결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

단할 수 있다. 따라서 표 3-5와 같이 추출된 RoI 좌표 값과 Id 를 기반으로 객

체들의 MBR을 생성하였으며, 이 때 같은 객체 내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학습

시 생성된 고유의 id 값을 부여하며 벡터화를 진행하였다(그림 3-17).

객체 명
RoI Coordinate RoI Id

x1 y1 x2 y2 id

엘리베이터 1580 1262 1739 1389 1

엘리베이터 1752 1261 1905 1387 2

계단 1561 1403 1802 1562 1

계단 1844 1478 1999 1705 2

[표3-2]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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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후처리

마지막으로, 문의 연결성 정보를 지닌 벽체의 그래프를 대상으로 후처리를 진

행한다. 본 연구의 벡터화 단계는 딥러닝으로 부터 생성된 각각의 픽셀 이미지

를 사용하므로, 벡터화 결과는 딥러닝 결과물에 의존적이다. 특히 문의 벡터화

단계에서 부정확한 세그먼테이션 결과에 의해 모서리 검출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벡터화 또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

다. 3D 데이터 측면에서, 문의 정보가 누락되어 폐합되지 않은 실내 공간은 문

밖의 공간(거실, 복도)과의 구분이 되지 않아 불완전한 실내공간의 재현을 초래

한다. 따라서 문과의 결합을 실패하여 개방된 형태로 생성된 벡터 그래프를 보

완하고자 공간의 폐합을 위한 후처리 작업을 진행한다.

문과 창문이 결합된 벽체의 모서리들 중 연결성 정보가 1인 모서리들을 대상

으로 후처리 작업을 한다. 연결성이 1인 모서리들 간의 거리를 식 3-8과 같이

계산한 후, 각각의 모서리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는 모서리들을 찾는

다. 이후, 두 모서리 간의 거리가 일정 임계 값 내의 존재할 경우, 이를 연결시

킴으로써 공간의 폐합을 수행한다(그림 3-18).

    


(수식3-8)



- 54 -

[그림 3-18 후처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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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건물 외적인 요소들이 표현된 도면의 예시

3.4 실험 설계 및 환경

서울대학교 도면 데이터 셋 중 그림 3-4와 같이 도면 내 건물 외적인 요소들

이 표현되어 있는 도면을 제외한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 규모가 크고 복잡한 실

내구조를 지닌 건물의 평면도 250장을 선별하였으며 이 중 235장은 학습에 사

용했고 남은 15장은 검증에 사용하였다. (Johnson, 2018, Zhou et al., 2019,

Attard et al., 2019)를 참고하여 학습의 초기 가중치 값은 MS-coco데이터 셋

(Lim et al., 2014)으로 부터 얻어 학습을 시작하였으며,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SGD(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사용하였으며 이 때 Momentum 은

0.9로 설정하였다. 학습 시 과적합(over fitting)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지 데이

터 증강 기법인 수평 뒤집기(horizontal flip), 수직 뒤집기(vertical flip) 그리

고 회전(fotation)을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증강시켰다. 학습률은 0.003을 사

용하였다. 총 200번의 에폭(epoch)을 설정하였고 하나의 에폭을 100개의 단계

로 나눠 손실 함수를 관찰하였다. 실험에는 Python 3.6, Tensorflow 1.13, 케

라스 2.2.6 OpenCV 3.4.1버전을 사용하였다. 실험환경은 os는 “Ubuntu

18.04.3 LTS”, GPU는 “GeForce GTX 1080 Ti”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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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실험 결과

4.1.1 기하 정보 추출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하 정보 추출 방법인 FPN과 ResNet101을 기반으로

한 Mask R-CNN 모델과 ResNet50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된 벽체, 문,

창문, 엘리베이터, 계단의 픽셀 단위 이미지의 예시들이다. 입력 도면에 대해서

벽체(검은색), 문(붉은색), 창문(파란색), 엘리베이터(녹색) 그리고 계단(주황색)

를 통해 추출된 픽셀 레벨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표4-1, 표4-2, 표4-3, 표

4-4, 표 4-5는 총 15개의 테스트 셋들 중 정형 건물, 비정형 건물, 객체가 많은

유형의 건물들로 분류된 유형들을 대표 할 수 있는 5개의 건축도면 이미지를

전체 테스트 셋 중 선별하여 나타낸 결과 예시이다. 나머지 10개의 테스트 셋

에 대한 결과 예시들은 <부록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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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기하 추출 결과

[표 4-1] 221동 3층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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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기하 추출 결과

[표 4-2] 57동 3층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 59 -

입력 도면 기하 추출 결과

[표 4-3] 201동 2층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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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기하 추출 결과

[표 4-4] 54-1동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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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기하 추출 결과

[표 4-5] 80-2동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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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벡터화 결과

  
딥러닝 모델을 통해 추출한 기하정보를 대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벡터화

과정을 통해 구현한 실내 구조의 예시들이다. 입력 도면에 대해서 벽체(검은색),

문(붉은색), 창문(파란색), 엘리베이터(녹색) 그리고 계단(주황색)를 통해 벡터를

표현하였다. 표4-6, 표4-7, 표4-8, 표4-9, 표 4-10은 총 15개의 테스트 셋들

중 정형 건물, 비정형 건물, 객체가 많은 유형의 건물들로 분류된 유형들을 대

표 할 수 있는 5개의 건축도면 이미지를 전체 테스트 셋 중 선별하여 나타낸

결과 예시이다. 나머지 10개의 테스트 셋에 대한 결과 예시들은 <부록 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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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벡터화 결과

[표 4-6] 221동 3층 도면의 재현된 실내 구조 예시



- 64 -

입력 도면 벡터화 결과

[표 4-7] 57동 3층 도면의 재현된 실내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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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벡터화 결과

[표 4-8] 201동 2층 도면의 재현된 실내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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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벡터화 결과

[표 4-9] 54동 1층 도면의 재현된 실내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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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벡터화 결과

[표 4-10] 80동 2층 도면의 재현된 실내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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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테스트 데이터 셋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서울대학교 도면 데이터 셋은 규모가 크고 실내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가 복잡한 건물의 평면도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자들은 부동산

도면과 같이 규모가 작고 간단한 실내 구조를 지닌 건물의 도면을 사용하였으

며 따라서 본 연구를 기존 연구들과 직접적 혹은 단계를 간접적으로 비교하기

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도면 해석 연구의 평가는 연구에 사용된 도면의 형태 및

연구의 중점을 둔 부분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수행되기 어려워 이에 따라 다

양한 방식으로 정확도 검증이 수행된다(Gimenez et al., 2014, 김성용, 2018).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 면적이 크고 복잡한 구조를 지닌 서울대학교

건물의 도면으로 구성된 테스트 셋의 대한 평가로 검증을 수행한다.

총 15개의 테스트 셋을 대상으로 객체 추출과 벡터화 결과의 정확도를 검증

하였다. 구성된 15장의 테스트 셋은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를 대표하는 음악대

학, 의학대학, 법학대학, 행정대학원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닌 건물들의 평면도로

구성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4-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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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특징

동

번호

건물 이름

정형 건물

일정한 방의 면적과

객체들의 모양을 지닌

구조

17-1 법학관2 1층

29-2 약학관2 2층

29-3 약학관2 3층

137-1 언어 교육원 1층

936-5 교직원 아파트 5층

비정형 건물

대각선을 포함한 넓은

면적을 지닌 건물의

구조

50-2 음악대학1 2층

53-1 예술관1 1층

54-1 예술관2 1층

66-2 학군단 2층

80-2 수의대 동물병원 2층

복잡한 객체의

건물

다양한 유형의 문과

창문을 지닌 건물의

구조

920-1

관악학생생활관 후생관

1층

57-2 행정대학원 2층

57-3 행정대학원 3층

201-2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관

2층

221-3 보건대학원 3층

[표 4-11] 테스트 셋의 구성

대상 테스트 셋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실내 구조를 지닌 일부 서울대학교 건

물들의 평면도이다. 각각의 특징에 따라 전체 테스트 셋을 정형 건물, 비정형



- 70 -

건물 그리고 복잡한 유형의 객체를 지닌 건물로 나눴다.

정형 건물은 건물을 구성하는 방의 모양이나 면적이 일정한 형식을 띄우며

면적에 비해 비교적 많은 방을 지니고 있는 유형이다. 일정한 방의 모양과 객체

의 기호를 지니며 많은 수의 방을 포함하는 언어교육원 1층, 작은 면적에 비해

많은 수의 일정한 크기를 지닌 방들로 구성된 약학관2 2층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비정형 구조는 정형적인 구조와는 달리, 다양한 방의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대각선이 포함된 외벽을 지닌 건물이거나 혹은 특정 방향으로 넓은 면적과

비 일정한 건물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유형이다. 넓은 건물의 면적과 많은 수의

창문을 포함하는 학군단 지상 2층과 대각선의 외벽을 지닌 수의도 동물병원 2

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유형의 객체들을 지닌 건물은 도면 내 존재하는 객체들의

유형이 특이하고 많음에 따라 복잡한 실내구조를 표현하는 도면의 유형이다. 창

문의 경우 방풍망, 유리벽, 벽에 내재된 창문들이 다수 존재하며, 문 또한, 일반

적인 외여닫이문과 쌍여닫이문 외의 다양한 문의 기호들이 존재한다. 건물의 모

양은 정형적이지만 도면 내 많은 수의 객체들이 존재하며 복잡한 실내 구조를

지닌 201동 2층, 대형 강당과 소규모의 강당들로 구성되어 많은 수의 객체를

지닌 농생대 환경관 2층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테스트 셋에 대한 검증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규모가 크고 복

잡한 실내 구조를 지닌 서울대학교 건물의 도면 내 기하 정보 추출 및 벡터화

를 통한 실내 공간 재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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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정확도 검증 흐름도

4.3 정확도 검증 방법

본 연구에서의 정확도 검증은 그림 4-1과 같이 입력된 도면으로부터 FPN과

ResNet101으로 구성된 Mask R-CNN 딥러닝 모델과 ResNet50 딥러닝 네트

워크를 통해 생성된 벽체, 문, 창문, 엘리베이터 그리고 계단의 픽셀 이미지에

대한 래스터 정확도 평가와 벡터화를 통해 재현된 실내 공간의 구조에 대한 벡

터 정확도 평가로 구성하였다. 먼저 래스터 평가에서 추출된 벽체와 객체(문,

창문, 계단, 엘리베이터)들을 정답과 비교하여 JI(Jaccard Index)를 산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래스터 평가는 유사한

방법을 통해 도면에서 추출한 래스터의 결과를 평가하였던 선행 연구들과의 직

접적인 비교는 기존 연구와 다른 도면 데이터 셋을 사용한다는 점과 연구에 초

점을 둔 부분이 다르다는 점에 있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래스터 결과를 대상으로 벡터화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벡터 결과에 대한 매칭

테이블 기반의 추가적인 검증을 통해서 제안한 방법론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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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래스터 데이터 평가 방법

딥러닝 모델들을 통해 추출된 벽, 창문, 문, 엘리베이터 그리고 계단실의 세그

먼테이션 결과를 예측한 단일 객체에 대해 정답과의 비교를 하는 JI를 통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JI는 도면해석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해온 래스터

평가 지표이다. JI의 평가 방식은 식 4-1과 같다. TruePos는 정답과 예측의 교

집합 영역이고, FalsePos는 예측에서 정답을 제외한 부분 그리고 FalseNeg은

정답에서 예측을 제외한 부분이다. 즉, 정답이미지와 예측이미지가 있을 때 둘

의 교집합 영역을 합 영역의 값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추출된 객체들을 대상으

로 JI 값을 계산 한 뒤 이때 정답과의 픽셀 위치의 차이가 오차 임계값 이내일

경우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객체들의 평균 정밀도(precision)와 재현율

(recall) 값을 산출하였다. 벽체의 경우, 여러 개의 단일 객체가 존재하는 객체

(창문, 문)와 달리, 연결성을 가지는 하나의 기하학적 요소인 점을 감안하여 단

일 정답 벽체와의 픽셀별 위치 비교를 통해 산출된 JI 값으로 평가를 진행하였

다.

                    


                                                                         
                                                               (식 4-1)
4.3.2 벡터 데이터 평가 방법

벡터화된 실내도면의 정확도 평가는 Phillips and Chhabra(1999)가 제안한

매칭 테이블 기반의 탐지율(detection rate)과 인식률(recognition accuracy)을

산출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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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

(식 4-2)

Match_score(식 4-2)는 정답 벡터 데이터의 면적과 추출한 벡터 데이터의

면적의 중첩 비를 0-1 사이의 값으로 정량화한 지표이다. 이때, 은 추출한 객

체 은 정답 데이터를 나타낸다.

  

i f   

(식 4-3)

Match_count는 정답 벡터 데이터와 추출한 벡터 데이터 사이의 매칭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써, 식 4-2의 규칙과 같이, match_score(i, j)의 값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1, 아니면 0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이때, 임계값은 des las Heres et

al(2014)과 김성용(2018)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0.5로 하였다.

 








 








(식 4-4)

이후 추출한 벡터 데이터에 대한 Match_score와 Match_count를 기반으로

일대일 매칭(one to one match), 일대다 매칭(one to many match), 다대일

매칭(many to one match)을 판별하여 탐지율과 인식률을 산출하였다. 이때,

N은 정담 벡터 데이터의 총 개수이고 M은 추출한 벡터 데이터의 총 개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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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정확도 검증 및 시사점

                          

유형

래스터 평가 벡터 평가

Jaccard Index (%)

Detection Rate

(%)

Recognition

Accuracy (%)

벽체/방 0.85 0.83 0.9

[표 4-12] 벽체의 정확도 검증

유형

래스터 평가 벡터 평가

Precision (%) Recall (%)

Detection Rate

(%)

Recognition

Accuracy (%)

문 0.9 0.88 0.75 0.77

창문 0.89 0.63 0.71 0.98

계단 1.0 0.7 0.85 1

엘리베이터 0.97 0.78 0.82 1

[표 4-13] 문, 창문, 계단, 엘리베이터의 정확도 검증

표 4-12와 표 4-13은 벽체(방), 문, 창문, 계단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대상으

로 수행한 JI기반의 래스터 평가 결과와 매칭 테이블 기반의 벡터 평가 결과이

다. 래스터 평가에서 벽체는 85%, 객체(문, 창문, 계단, 엘리베이터)들은 평균

94%의 정밀도와 75%의 재현율을 나타내었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사한 지수를 통해 도면에서 추출한 래스터의 결과를 평가하였던 선행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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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다양한 유형을 지닌 문 객체의 예시

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벡터 평가의 경우, 추출된 모든 객체들을 대상으로 평균 80%의 탐지율과

93%의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문의 경우, 래스터 평가에서 88% 이상의 높은 정

밀도와 재현율을 나타내었으나, 벡터화 단계를 거치면서 정확도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문의 벡터 정확도가 낮게 나온 것은, 가까운 벽의 모서리를 찾

아 결합하는 방식이 다양한 유형의 문에 적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했기 때

문이다. 그림 4-2의 문 유형의 경우, 문의 형상적인 특성 때문에 추출되는 모서

리의 개수가 매우 많다. 또한 주변에 짧은 길이를 지닌 벽이 다수 존재함에 있

어 일반적인 상황보다 벽의 모서리가 많이 추출되었다. 이로 인해 문의 모서리

와 벽면의 모서리간의 최단거리를 기반으로 벽과의 결합을 할 때 문제가 생겼

다. 이런 문제점은 향후의 벽체의 모서리 혹은 문의 모서리를 단순화 하는 과정

을 추가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문의 경우, 래스터 평가에서 64%의 낮은 재현율을 보였지만, 벡터 평가 결

과, 래스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인식률을 나타내었다. 그림 4-3의 (a)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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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다양한 표기 방식으로 구성된 창문 객체 예시

의 경우, 길이가 다른 2개의 굵은 선 이용하여 표기하였고, (b)의 경우는 한 개

의 두꺼운 굵은 선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c)은 벽안의 내재되어 있는 창문으로

벽과의 구분이 매우 힘든 유형이다. 이처럼 다양한 표기 방식과 유형을 지닌 창

문으로 인해 객체 추출의 성능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

을 보안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창문을 포함하는 도면을 추가적으로 수

집하여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높은 수준의 래스터와 벡터 평가를 보였지만, 대각선을

지닌 경우, 객체의 정확한 모양을 살리는 방식의 벡터화가 힘들다는 단점이 존

재한다. 창문과 엘리베이터의 경우, RoI의 좌표 값을 기반으로 벡터화가 진행됨

에 있어서, 그림 4-4와 같이 기울어진 객체의 경우 생성된 벡터 데이터는 이러

한 형상을 보존하지 못하는 결과를 생성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roI 좌표 정보

에 추가로 이미지로부터 추출된 모서리의 x, y 값을 참고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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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RoI 정보 기반의 MBR 생성 예시



- 78 -

5장 결론

본 연구는 실내 도면 이미지 내 정보를 통해 실내 구조의 3D 모델링 데이터

를 구축하는 도면 해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작은 건물 규모와 간단한 실내구조

를 지닌 도면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규모가 크고 복

잡한 건물의 도면을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한 도면 해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

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건물들의 평면도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딥러

닝 기술을 통해 도면 이미지를 분석하여 객체를 추출하는 단계와 추출된 객체

를 대상으로 벡터화를 진행하는 단계로 나눴다. 객체를 추출하는 단계에서는 크

기가 작은 객체들의 피처 추출이 가능한 Mask R-CNN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

여 문, 창문, 엘리베이터, 계단의 픽셀 단위의 이미지를 추출하였고 엘리베이터

와 계단의 경우, RoI 좌표 정보를 추가로 저장하였다. 벽체의 경우, 단일 객체

인(창문, 문)과 달리 도면 내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연결성을 가지는 기하학적

요소인 점을 고려하여 ResNet50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벽체의 픽셀 단위의

이미지를 추출하였다. 이후, 벡터화 단계에서는 추출된 이미지와 RoI 정보를 통

해 벡터화를 진행하였다. 벽체의 픽셀 단위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세선화 및 모

서리 탐지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벽체를 구성하는 모서리들 간의 연결성 정보를

생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벡터 그래프를 구축하였다. 이후, 벽과의 연결성

을 지닌 객체(문, 창문)의 픽셀 단위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벽과 동일한 방식의

모서리 탐지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각각의 객체를 구성하는 모서리들을 선별한

뒤 이를 벽체의 그래프와 결합하는 방식의 벡터화를 수행하였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경우, 추출된 좌표 정보를 이용해 MBR기반의 벡터화를 수행하였으며

객체간의 구분을 위해 ID 값을 부여하였다. 래스터 평가에서 벽체는 85%의 JI

값과 객체(문, 창문, 계단, 엘리베이터)들은 평균 94%의 정밀도와 75%의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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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나타내었고 벡터 평가의 경우, 평균 80%의 탐지율과 93%의 인식률을 나

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의 성능을 저하 시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 번

째, 객체 추출 단계에서 창문 객체에 대한 재현율이 다른 객체들에 비해 현저하

게 떨어진다. 이는 대형 공공시설 건물에서 표현되는 창문의 유형이 매우 다양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도면의 경우, 유리벽 내 창문, 방풍망, 실내 창문 등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는 창문의 유형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학습 단계에서 창

문의 유형별 데이터의 수가 적어져서 추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추후 다양한 유형의 창문을 지닌 도면을 추가로 수집하여 학습시켜 해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문 객체에서 객체 추출단계에서 높은 재현율과

정밀도를 나타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벡터화 성능이 떨어졌다. 이는 가까운 벽체

를 구성하는 모서리와 결합하는 방식의 문의 벡터화 단계가 주변 벽체에 의존

적이기 때문에 벽체의 성능이 떨어질 경우, 문의 성능도 같이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후속 연구에서 추출된 벽 또는 문의 모서리를 단순화 하는 과정을 추

가하여 이를 극복 할 것으로 예상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통해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물의 도면 이미지

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기존의 도면 해석 연구의 범위를 확장 시켰으며,

건물의 3D 모델링 기술 확장에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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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A> 기하정보 추출 및 벡터화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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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기하정보 추출 및 벡터화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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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벡터화 결과

다양한 문 유형들의 형상적인 특징으로 인해 벡터화 정확도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표 A-1] 17동 1층 도면의 재현된 실내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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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추출 결과 객체 추출 결과

[표 A-2] 17동 1층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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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벡터화 결과

화장실 내벽과 같은 얇은 벽들로 인해 벽체 추출 및 벡터화 결과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표 A-3] 29동 2층 도면의 재현된 실내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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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추출 결과 객체 추출 결과

[표 A-4] 29동 2층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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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벡터화 결과

다양한 창문의 유형으로 인해 객체 추출의 비해 벡터화 결과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표 A-5] 53동 1층 도면의 재현된 실내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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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추출 결과 객체 추출 결과

[표 A-6] 53동 1층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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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벡터화 결과

높은 수준의 객체 추출 및 벡터화 결과를 선보인 것으로 판단됨.

[표 A-7] 66동 2층 도면의 재현된 실내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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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추출 결과 객체 추출 결과

[표 A-8] 66동 2층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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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벡터화 결과

높은 수준의 객체 추출 및 벡터화 결과를 선보인 것으로 판단됨.

[표 A-9] 137동 1층 도면의 재현된 실내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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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추출 결과 객체 추출 결과

[표 A-10] 137동 1층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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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벡터화 결과

높은 수준의 객체 추출 및 벡터화 결과를 선보인 것으로 판단됨.

[표 A-11] 920동 1층 도면의 재현된 실내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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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추출 결과 객체 추출 결과

[표 A-12] 920동 1층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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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벡터화 결과

다양한 문과 창문의 유형로 인해 객체 추출 및 벡터화 정확도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표 A-13] 50동 2층 도면의 재현된 실내 구조 예시



- 101 -

벽체 추출 결과 객체 추출 결과

[표 A-14] 50동 2층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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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벡터화 결과

문과 문 주변 벽들의 형상적인 특징으로 인해 많은 수의 모서리들이 추출됨에 따라 벡터화 성능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표 A-15] 936동 5층 도면의 재현된 실내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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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추출 결과 객체 추출 결과

[표 A-16] 936동 5층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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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벡터화 결과

작은 내벽들로 인해 벽체 추출의 성능 감소로 인해 벡터화 과정에서 정확도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표 A-17] 29동 2층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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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추출 결과 객체 추출 결과

[표 A-18] 29동 2층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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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도면 벡터화 결과

벽과의 구분이 매우 힘든 유형의 창문들이 다소 존재하여 창문의 객체 추출 및 벡터화 성능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표 A-19] 57동 2층 도면의 재현된 실내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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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추출 결과 객체 추출 결과

[표 A-20] 57동 2층 도면의 기하 추출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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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plan Analysis Method for

Large and Complicated Buildings

using Geometric Extraction and

Vectorization

- Case Study on Seoul National

University Building Floorplan -

Kim, JiYeup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internet of things(IoT) evolve, high

expectations are being placed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o

embody a smart city. Hence, reconstructing 3D models of in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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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s is essential for the advancement of indoor space services

such as fire provision simulations and energy modeling in the building

which combines AI and IoT sensor technology. For these reasons,

previous studies have proposed to recreate indoor spaces from various

data sources such as razor scanner data, construction blueprints, CAD

plan, and photographs. Especially, floorplan interpretation studies that

produce 3D modeling data of indoor structures through the information

in floorplan blueprints have been reported in recent studies. These

previous floorplan interpretation studies were proposed for a relatively

simple indoor structure like the floorplans of small offices or houses

which have smaller areas. However in reality, the interiors of those 3D

rendered model buildings that are actually used for indoor space

services are far more complex and larger in scale than that has been

used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since the number and size of the

pixels that take up the objects being detected are small in proportion to

the entire area of the drawing, this has limitations in extracting

information to apply the methodology of preceding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floorplan analytical method that is based on the

floorpla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Gwanak campus that has

extensive and complex indoor structures. First, by the application of the

Mask R-CNN deep learning model, composed of FPN and Resnet101

which can extract small scale objects in a given area, we were able to

extract important structures such as doors, windows, lifts and stairs.

Additionally, applying the ResNet50 deep learning network was used to

extract a wall information. Afterwards, we obtained pixel unit images

of the objects information and the RoI information of th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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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vectorized, thus establishing a vectorized data format for the 3D

model.

For verification of the proposed methodology, we used SNU buildings,

corresponding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consists of floorplans

massive in area and complex in structure and feature extraction and

vectorization assessments were taken in 15 test sets. As for feature

extraction assessments, the average precision and recall of the deep

learning feature extraction results were each 94% and 75% respectively.

The detection rate was at 80% and recognition accuracy showed 93%

of the objects in the vectorized room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new methodology of 3D modeling for diverse buildings which could

potentially be applied to the advancement in technology.

keywords : Floorplan Analysis, Indoor Information, Deep Learning,

Mask R-CNN, Vectorization

Student Number : 2018-2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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