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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실내공간 데이터의 중요 구성요소인 실내 관심지점(Point of Interest,

이하 POI) 데이터는 실내 특정 장소에 대한 속성정보를 가지고 있어 사

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정보이다. 현재 실내 POI 데이터는 실사취

득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이에 대해 큰 비용과 시간이 든다. 최근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내 사진의 속성정보를 이용한 POI 업데이

트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텍스트 정보가 있는 사

진만을 이용하는 등 그 사용범위가 현저히 적어 다양한 실내공간 환경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으로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새로운 실내 POI 데이터 업데이트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법에

서 크게 첫째, 실내장면 사진을 인공지능 기술인 합성곱신경망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하 CNN)으로 분류하여 획득한 시맨

틱(semantic) 카테고리 정보를 실내공간 데이터 코드 리스트에 매칭하여

시맨틱 속성을 얻었으며 둘째, 이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이하

AR) 기술을 이용해 실내공간 데이터에 위치를 기준으로 매칭함으로써

기존 POI 데이터의 속성을 업데이트 가능케 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토타입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실

험한 결과, 높은 정확도로 실세계를 반영하는 POI 데이터 업데이트가 가

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성과는 선행연구에 제시된 방법론들에 비해

범용적이고 실용화에 가까운 방법이며, 직접조사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실내 POI 데이터 업데이트를 일부 보완 혹은 대체할 방안이라고 생각된

다.

주요어 : 실내공간 데이터, 스마트폰 카메라, 시맨틱, 관심지점, 증강

현실, 합성곱신경망

학 번 : 2018-2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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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실내공간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실내지도를 포함한 실내공

간 데이터 구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들도 복

잡한 공공건물 몇 곳을 지정, 실내지도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실

내공간 데이터의 구성요소 중 실내 관심지점(Point of Interest, 이하

POI) 데이터는 공간의 실제 사용행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어

야 하지만 현재의 실사취득 방식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데

이터가 최신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내공간의

POI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ㅣ. 모바

일 기기의 보급으로, 이제는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데이터가 인터넷상에

실시간으로 업로드 되고 이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로 획득한 사진 데이터를 이용한다면 범

용성 면에서 뛰어날 뿐 아니라, 탑재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장

비 설치가 필요 없어 경제적이다.

더하여, 최근 인공지능 기술인 합성곱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이하 CNN)을 이용한 이미지의 분류 기술이 큰 발전을 이루었

기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실내장면의 사진을 CNN으로 분류함으

로써 공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실내장면 사진을 CNN으로 분

류하여 의미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이러한 정보를 실내공간 데이터에 매

칭하는 기법을 고안하여 실내 POI 데이터를 업데이트 및 추가 구축 하

고자 한다.

1.2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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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 데이터는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핵심 데이터로 주로 생

활 편의 시설과 관련된 관심 지점 정보를 의미하며(가칠오, 2013) 실외

POI 데이터와 실내 POI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룰 실내

POI 데이터는 실내공간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장소, 서비스, 시설 또는

이벤트를 포함하며 실내공간을 보다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다

(Claridades, 2019). 특히나 그 활용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실내 내비게이

션 사용자들을 위해 시맨틱(semantic) 정보가 강화된 실내 POI 데이터의

구축 및 업데이트가 필요하다(Ruta, et al., 2015).

따라서 실내공간의 장소사용이나 시설, 서비스 등의 정보가 변경될 시

즉시 이에 해당하는 POI 데이터의 속성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 실내/외 POI 데이터 구축 및 업데이트는 실사취득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데,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데이터가 최신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최근 이와 관련해 공간이 촬영된 사진을 이용해 공간의 변화를 탐지

(Revaud et al., 2019)하고, 공간의 성격을 분류(가칠오, 2013)하여 실내외

POI를 실시간으로 구축·업데이트하려는 시도가 있다.

(a)POI appearance (b)POI replacement (c)POI disappearance (d)POI appearance

[그림 1-1] POI 변경의 다양한 사례(Revaud, et al., 2019)

네이버 랩스(Revaud, et al., 2019)에서는 실내 쇼핑몰의 다른 시간대에

찍힌 같은 공간의 간판 상호에서 POI 변화를 검출하여 컴퓨터 비전과

인공지능을 통한 실내 POI 자동 업데이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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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텍스트 간판이 없는 다른 많은 종류의 공간의 시맨틱을 탐

지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또 다른 선행연구(가칠오, 2013)

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계와 같다. 가칠오(2013)는 SLI(Street-Level

Imagery) 장면에서 간판 텍스트를 추출하여 실외 POI를 업데이트하였으

므로 이 방법으로는 텍스트가 검출되지 않은 공간의 POI는 업데이트할

수 없다. 이처럼, 공간을 촬영한 사진으로 실내외 POI의 업데이트를 시

도한 최근의 선행연구는 주로 텍스트 정보가 포함된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 간판이 없는 다른 많은 종류의 공간에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 사진을 이용하여 텍스트 포

함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실내공간의 POI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장

면 분류(scene classification)’ 기술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림 1-2] 시맨틱 맵핑(Sünderhauf, 2016)

김광중(2019)과 Sünderhauf(2016)는 텍스트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

장면 사진을 분류하여 해당 사진이 어떤 실내공간을 나타내는지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사진을 분류하는데 이용한 장면 분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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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사진을 CNN으로 분류하는 기술의 일종으로, 사진 1장에 담긴 정보

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사진을 특정 클래스의 공간으로 분류한다.

실내장면 사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인식해 장면 분류할 경우, 사진상의

객체를 분리하여 따로 인식할 때에 비해 사진에 나타난 공간의 성격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Sünderhauf, 2016)의 방법으로는 사진의 객체를 맵

(map) 데이터에 기하학적으로 매칭하고 시맨틱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실내 POI 데이터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연속적인 여러 장의 사진

에서 얻은 시맨틱 정보를 기하적으로 정확히 분리해내어 실제 실내지도

에 명확한 구역을 맵핑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2]). 가칠오(2013)의 SLI 장면-벡터맵 매칭 방법([그림

1-3])은 사진에서 여러 개의 건물을 분리하여 각각의 POI 데이터를 추출

하고, 각 건물의 영역과 벡터맵 상 영역의 비율을 이용한 것이므로, 객체

를 분리하여 POI 데이터를 추출하는 대신 한 장의 사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맨틱을 추출하는 실내장면 사진-실내공간 데이터(POI) 매칭

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림 1-4] POI 데이터 생성 개념도 (가칠오, 2013)

따라서 실내장면 사진의 시맨틱 정보를 추출하여 실제로 실내 POI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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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텍스트가 포함되지 않은 실내공간의 시

맨틱 정보를 장면 분류 기술을 통해 추출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추출한

시맨틱 정보를 기존 실내 POI 데이터에 매칭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또

한 새롭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다양한 종

류의 실내공간을 고려하기 위해, 공간을 촬영한 사진을 장면 분류하여

실제 공간 사용양상을 시맨틱 정보로써 추출하고, 이를 실제 실내 POI

데이터에 위치 기준 매칭하여 POI 데이터의 속성을 업데이트하며, 추가

로 실내공간 데이터를 정교화하여 실내 POI 데이터의 추가 구축 또한

가능하게 하는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장소별 사용양상이 자주 바뀌어 실내 POI가 최신으

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실내공간으로 한정하였으며, 텍스트 간판의 유

무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실내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그림 1-4]에 도식한 바와 같이 크게 1. 실내공간 데

이터를 정교화하고, 2. 스마트폰 카메라로 실내장면 사진과 해당 사진이

촬영된 위치 포인트를 취득한 후 3. CNN을 이용하여 실내장면 사진의

시맨틱 정보를 추출하여 앞서 정교화한 실내공간 데이터와 포함관계를

계산, 실내 POI 데이터에 위치 기준 매칭하여 최종적으로 실내 POI 데

이터의 속성을 업데이트 및 추가 구축 하는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본문의 2장에서는 연구의 대상인 실내 POI 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표

현을 설명하고, 실내장면 사진에서 추출한 시맨틱 정보를 이에 매칭하여

업데이트하는 핵심 방법을 제안하였다. 3장에서는 실험 환경과 실험 데

이터를 설명하고, 4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 분석을 통한 제안 방법의 평

가와 분석 내용을 기술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성과에 대한 요약과 향후 연구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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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연구 전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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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AR 기반의 실내장면 사진 위치 추정

실내장면 사진으로부터 추출한 시맨틱 정보를 이용해 실내공간 데이터

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실내장면 사진과 실내공간 데이터의 매칭 기

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장면 사진이 건물 평면에서 갖는 상

대 좌푯값을 얻어 이를 사진에서 추출한 시맨틱 정보와 실내 POI 데이

터의 매칭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실내장면 사진이 촬

영된 위치, 즉 해당 시점에서의 사용자의 스마트폰 위치를 얻어야 한다.

<표 2-1> 실내 측위 기술 비교(유재준, 2013)

방법 측위 원리 정확도 적용 범위 장점 단점

RF/UWB 
기반 측위

ToA,TDoA, 
AoA,
fingerprint 등

RF:2~20m
UWB:
5cm~1m

RF:scalable
UWB:
10~100m

기존의 
Phone을 
이용 
가능함

fingerprintin
g의 경우, 
pre-calibrat
ion이 가능

관성측정
기반 측위

추측항법
(Dead 
Reckoning)

이동 
거리의 
0.1~10%

빌딩
특정 
인프라가
필요 없음

오차가 
누적됨

의사 위성
기반 측위

반송파 보정 
거리
(carrier-phase 
differential 
ranging)

0.5cm~1m
100m~10k
m

GNSS 
연동이 
원활함

의사 위성 
간의 
동기화가 
필요함

RFID
기반 측위

RSSI, Cell ID 10cm~2m
1~10m 
–scalable함

장애물의 
방해를 잘 
받지 
않음(침투, 
투과)

측위 범위가 
작음

Floor 
Sensor

기반 측위

정전용량(capa
citance)
압력(pressure)

10cm~30c
m

방
사용자에
게 장비가 
필요 없음

다수 
사용자의 
파악이 
어려움

자기 
시스템

기반 측위

자력 밀도
(flux density)

1mm~1m 1~20m

장애물의 
방해를 잘 
받지 
않음(침투, 
투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기장이 
변화 가능함

광학 
시스템

기반 측위
카메라, CCD

0.01mm~3
0cm

0.1~1m

정확도가 
높고 
원격추적
이 가능

가시화되는 
범위에 
존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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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가 일반화되어 어디서나 사용자의 위치를 얻을 수 있는 실외공간

과는 달리 실내공간에서는 아직 대중적으로 적용 및 활용되고 있는 측위

기술이 없으며, 현재 실내공간의 측위를 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연구

되고 있는데(Mautz et al., 2011), 현재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실내 측위

기술의 대표적인 경우는 <표 2-1>과 같다(유재준, 2013).

본 연구에서는 실내장면 사진의 위치정보를 추가적 장비 없이 사용자

스마트폰만을 이용하여 얻기 위하여 모바일 AR(Augmented Reality, 증

강현실) 기술을 사용하였다. 모바일 AR 내비게이션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관성 센서와 RGB 카메라만 사용하므로(Gerstweuker et al., 2016) 앞서

설명한 실내 측위 기술들 <표 2-1> 중 ‘관성측정 기반 측위’와 ‘광학 시

스템 기반 측위’를 이용하여 사용자 위치 추정이 가능하다.

현재 AR 기반 모바일 장치의 실시간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일본적인 원리는 관성 센서(Inertial Measurement Unit, IMU)를 사용하

는 VIO(Visual Inertial Odometry)인데(Cortés et al., 2018), 이는 카메라

에 들어오는 연속적인 사진에서, 특징점으로부터 기기의 거리와 방향을

이용하여 기기의 상대 좌표를 추정하고[그림 2-1] 결론적으로 기기 사용

자의 움직임까지도 추정한다(Mur-artal, 2017).

[그림 2-1] VIO 방식 (Yua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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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퀄컴 등이 2018년 이후 제공하는 AR SDK(Software

Development Toolkit)(<표 2-2>) 덕분에 이를 활용해 실내공간에서 물

체나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거나 움직임을 추적하는 연구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2-2> AR 소프트웨어 개발 툴킷 비교

AR SDK AR Core AR kit Vuforia

제조사 구글 애플 퀄컴(PTC가 인수)

사용 가능 

플랫폼 및 

호환모델

안드로이드(7.0 

이상)

IOS(11이상)

IOS(iPhone 

6s+이상, 

iPad Pro + 이상)

AR kit과 호환되지 

않는 iPhone 이전 

모델에서도 실행 

가능

사용 비용 무료제품
유료제품:연간 

99달러

무료제품

유료제품: 99달러/월

예를 들어, Dilek(2018)는 애플사의 AR kit를 사용하여 외부 센서 없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물체의 위치를 감지하여 위치-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연구(Dilek et al., 2018)를 수행하였다. GH, Pradeep

Kumar(2020)는 AR 기반의 실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이 블루투스(bluetooth) 기술이나, Wi-Fi, RFID 등의 다른 기술보다

구현 및 유지관리 비용이 낮고 간단하며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Zhang(2019)는 구글 AR Core를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

한 내비게이션 보조 시스템을 제안하였다([그림 2-2]).

[그림 2-2] 보조 시스템의 정보 흐름(Zha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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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tan(2019)은 구글 AR Core의 모션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저비용으

로 실내 내비게이션을 구현 가능함을 보였다([그림 2-3]). Feigl, Tobias,

et al(2020)이 이러한 AR 시스템(Apple ARKit, Google AR Core 및 Mic

rosoft Hololens)을 이용한 위치측정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궤적의 최

소 100m 내에서 재위치화가 가능할 때 6.65cm/m의 선형 스케일링 오류

를 누적함을 밝혔는데, 이러한 작은 위치 오차는 평균 실내공간의 크기

를 고려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시맨틱 정보-실내공간 POI 데이터 위치

기준 매칭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글 AR Core의 모션 트래킹(Motion tracking)기능과

환경이해(Environmental understanding)기능을 이용해1) 실내장면 사진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해

실내장면 사진의 위치정보를 획득하였다.

[그림 2-3] 구글 AR Core를 이용한 자율주행 로봇의 제어 시스템

아키텍쳐 다이어그램(Corotan, 2019)

1) https://developers.google.com/ar/discover, 접속일: 2020년 11월 20일

https://developers.google.com/ar/dis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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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NN 기반의 실내장면 사진 시맨틱 정보 추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실내장면 사진에서 POI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기 위한 유의미한 시맨틱 정보를 추출하려면, 실내장면 사진 한 장 전

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간이 어떤 용도(예: 복도, 화장실, 연구

실 등)로 쓰이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 비전 분야의

이미지 장면 분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부분은,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얻은 대량의 실내장면 사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대량의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큰 발전을 이루어 주목받고 있는 딥러닝 기술인

CNN을 사용하여 실내장면 사진의 장면 분류를 수행하였다.

딥러닝 솔루션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전훈련된 CNN 모델들은 2010년부

터 2017년까지 매회 개최된 ILSVRC(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라는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에서 등장하기 시작하

였다. 2015년에 우승을 차지한 ResNet의 인식 에러율이 3.6%, 2016년에

우승을 차지한 GoogLeNet-v4의 인식 에러율이 3%, 2017년에 우승을 차

지한 SENet의 인식 에러율이 2.3%로, 사람의 인식 에러율이라고 알려진

5%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더 이상 CNN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것에 의

미가 없어 ILSVRC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는다. 이러한 높은

성능을 지니는 CNN 모델 간의 비교와 선택이 의미가 있으려면 실제 연

구 데이터(본 연구에서는 실내장면 사진)에 적용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고성능 CNN 모델을 이용해 원하는 연구 데이터에 좋은 분류

성능을 발휘하는 CNN을 얻기 위해서는 방대한 트레이닝 데이터와 계산

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정 실내환경 사진이 수집될 때마다 CNN의

트레이닝(training)이 필요하다면 이미지 분류를 통한 장소 인식의 효율

성이 상당히 떨어지므로, 환경별 트레이닝이 필요 없는 CNN의 선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장소 분류 작업을 위해 많은 데이터셋(dat

a set)으로 훈련된 CNN을 사용하였다(B. Zhou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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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Places365 데이터셋 office 카테고리의 트레이닝 데이터

일부

B. Zhou.,et al(2017)은 이미지의 장소를 분류하기 위해 Places 365 데이

터셋을 구축하고, 이 데이터셋으로 기존에 높은 성능을 나타낸 CNN

(AlexNet (Krizhevsky et al., 2012), GoogLeNet(C. Szegedy et al.,

2015), VGG16(K. Simonyan et al., 2014), ResNet50, ResNet152(He,

Kaiming, et al., 2015))들을 트레이닝 하였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다양하고 수가 많으므로 이러한 CNN들의 분류기

(classifier)가 잘 일반화되어있으며, 다른 환경에 적용할 경우 훈련을 수

행하거나 미세조정할 필요 없이 다양한 유형의 건물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Sünderhauf, 2016).

트레이닝 셋은 1000만 개 이상의 장소 관련 이미지로 이루어졌으며, 이

이미지들은 365개의 시맨틱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다. 하나의 카테고리당

최소 5,000~30,000개의 트레이닝 이미지가 있다(Zhou et al., 2017)([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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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본 연구에서는 Places 365 데이터셋으로 사전 트레이닝 된 AlexNet,

GoogLeNet, VGG16, ResNet50, ResNet152 중 Places 365 데이터셋의 분

류 Top-5 정확도가 가장 높은 ResNet152를 선택하여 실내장면 사진을

분류하는 데 이용했다(<표 2-3>). 이는 김광중(2019)이 ImageNet으로

사전 학습된 AlexNet, MobilNet V2, 그리고 Inception-ResNet V2를 이

용해 실내장면 사진을 분류했을 때, ImageNet의 영상 분류 정확도가 높

은 신경망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도 면에서 실내 위치 추정에 유리함을

확인한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표 2-3> Places 365 데이터셋으로 사전학습된 CNN의 정확도 비교

[그림 2-5] ResNet152 아키텍쳐(Nguyen, Long D, 2018)

본 연구에서는 Places 365 데이터셋으로 사전학습된 ResNet152([그림

2-5])를 이용하여 실내장면 사진을 분류하여 해당 실내장면이 나타내는

공간의 속성으로 실내 POI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Places 365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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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셋의 시맨틱 카테고리를 실내공간 데이터 코드 리스트와 매칭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하였다([그림 2-6]).

[그림 2-6] 실내장면 사진으로부터 POI명을 추출하는 과정

2.3 공간구문분석 기반의 오픈 스페이스 분할

대다수 실내공간에서 오픈 스페이스는 로비, 엘리베이터 홀, 복도, 계단

실 등을 포함하는, 즉 접근성이 높은 속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공간 데이터와 공간구문분석 그래프의 구조적, 개념적 유사성에서 착안

해([그림 2-7]), 공간구문분석론으로부터 실내공간 데이터의 오픈 스페이

스를 탐색하고 이를 분할하기 위한 지표를 얻었다.

[그림 2-7] 좌:실내공간 데이터(IndoorGML) 노드링크 다이어그램

(Open Geospatial Consortium, 2020), 우:공간구문분석(space syntax)

그래프(Bill Hillier, 1984)

Bill Hillier(1984)는 모든 공간은 사회 및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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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간구문론을 제안하고 각 공간의 상대적

깊이를 통해 각 공간의 기능과 의미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실제로

Hiller, Hanson과 Graham (1987)은 프랑스 농가의 평면도를 통해 각 농

가의 특징과 주요 생활 양식을 추출할 수 있었다(최재필 1996, 최윤경

2003, Bafna S 2003). 공간구문분석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는 <표

2-4>와 같다.

실내공간 데이터와 공간구문분석 그래프의 구조적, 개념적 유사성에서

착안해([그림 2-7]), 공간구문분석론으로부터 실내공간 데이터의 오픈 스

페이스를 탐색하고 이를 분할하기 위한 지표를 얻었다.

연결도(connectivity) 지표란 임의의 공간과 공간 사이 연결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특정 연결이 전체 공간상에서 사용할 확률이

높은 경우 큰 연결도 지표 값을 갖는다(한상진, 2008). 통제도(control

value) 지표는 연결도 지표를 발전시킨 개념으로, 한 공간이 인접한 다른

<표 2-4> 공간구문분석 지표(LI, Dengfei, et al., 2016)

지표 공식

연결도 ( ic )
kci = ; ic 는 i 공간의 연결도를 나타내고, k 는  i 공간에 직접 

연결된 공간의 수를 나타냄

통제도( ictrl ) å
=

=
k

j j
i c

ctrl
1

1

;  jc  는 j  공간의 연결도를 나타냄

공간평균심도

( iMD )

( )1
1

-=å =

n

d
MD

n

j ij
i ; ijd 는 임의의 두 점 i 와 j 사이의 최단 거리를 

나타냄: å =

n

j ijd
1 는 전체 공간심도, n 은 점의 개수를 나타냄

통합도 ( iRRA

1

)

i
i

i MD
n

MD
RA ;

2

)1(2

-
-

=
 는 공간평균심도를 나타냄: k

i
i D

RA
RRA =

:  

)2) (1(

1)1)
3

2
(( log(2 2

--

+-
+

=
kk

k
k

Dk



- 16 -

공간을 통제하는 정도를 국부적(local)으로 계산하는 지표이다(이규인,

1995). 공간심도가 크다는 뜻은 공간이 깊다는 뜻으로, 심도가 큰 공간일

수록 그 공간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한다. 공간평균심도(Mean

Depth)지표는 공간심도 값의 평균으로서, 값이 클수록 그 공간은 폐쇄적

이고 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정창무, 2008). 이러한 공간평균

심도의 건물이나 대지 규모 및 형상에 따른 차이를 바로잡은 상대적 공

간심도(Real Relative Asymmetry,RRA) 값의 역수가 통합도(integration)

지표이다. 따라서 상대적 공간 심도의 역수인 통합도(integration) 지표는

임의의 공간으로부터 그 공간으로 접근하기 쉬운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구문분석 지표 중에서 공간의 접근성 정도와 관

계가 있는 통합도 지표를 채택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2-8] 주요 공간의 공간심도 변화-종합(최재필,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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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필(2007)은 공간구문분석 모델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의 타

당성과 신뢰성을 이미 입증했다며 이 분석 기술이 건물 계획의 예비 단

계에서 사용된다면 공간의 평면으로부터 교통량과 공간 활용 행동을 예

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에 상대적 공간심도 값이 거실과 발

코니, 현관에서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실험을 통해 밝힌 바 있다(최재

필, 1996)([그림 2-8]). 상대적 공간심도란 인접한 공간과 각 공간의 개구

부를 고려하여 다른 모든 공간에서 공간이 얼마나 깊게 (또는 떨어져 있

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 공간 심도의 역수인 통합도(integration) 지표는 접근성

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보인다. 특정 공간의 통합도 지표가

크면 접근성이 좋은 공간, 즉 다른 모든 공간으로 이동할 때 거치게 되

는 공간의 개수가 적은 공간을 의미한다(한상진, 2008). 통합도 지표는

부분 공간들 전체의 관계 속에서 특정 공간의 위치가 갖는 의미를 도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실내공간에 모두 적용 가능한 포괄적(global) 지표이

기에 본 연구의 대상인 모든 종류의 실내공간에 적용 가능한 지표이다.

[그림 2-9] 공간구문분석을 이용해 통합도(3) 지표가 높은 공간을

탐지 및 분할(Kwon, 2019)

통합도 지표는 특정 공간으로부터 n(1부터 무한대까지의 정수) 단계 떨

어진 공간까지를 계산하는데, 통상적으로 실내공간에서는 보행자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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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단계까지를 고려한 통합도 3단계 지표(이하 통합도(3)로 표시)를 계

산하여 연구에 사용한다(최재필,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

행연구를 근거로 통합도(3) 지표를 이용하여 실내공간의 오픈 스페이스

를 탐지하고 분할 및 재병합하는 지표로 삼았다([그림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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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설계

3.1 실내 POI 데이터 정의 및 표현

실내외 POI 데이터는 주로 생활 편의 시설과 관련된 관심 지점 정보를

의미하는데(가칠오, 2013), 실내 POI는 주로 실내공간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장소, 서비스, 시설 또는 이벤트를 포함한다(Claridades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실내공간의 실제 사용 용도(화장실, 계단, 복도 등)

와 관련한 속성정보를 POI명으로 한정하였으며, 추후 POI명이 음료수

자판기, 소화전, 정수기 등 실내 시설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할 수 있

다.

실내공간 데이터에서 POI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물체나 공간의 3D 형상

대로 나타내는 방법과 해당 물체나 공간의 중심에 포인트로 나타내는 방

법이 있다([그림 3-1]).

(a)3D geometry representation (b)Point representation

[그림 3-1] 실내 POI 표현 (Claridades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실내 POI 데이터를 위치정보와 실내공간의 사용양상(시

맨틱 정보)을 POI명으로 가지는 포인트 데이터로 구축 및 업데이트하였

다. [그림 3-2]는 벡터맵 형태의 실내공간 데이터에 실내 POI를 포인트

로 표현한 예시이다. 실내공간 데이터의 하나의 공간 폴리곤은 하나의

실내 POI 포인트를 기하적으로 포함하는 관계로서, 이 둘은 일대일 매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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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포인트 형태의 실내 POI 데이터 예시

3.2 실내장면 사진의 시맨틱 정보와 실내공간 데이터

의 POI 매칭 기법

3.2.1 Places 365 데이터셋의 시맨틱 카테고리와 실내공간 데이터

코드 리스트의 매칭

본 연구에서 실내장면 사진을 분류할 때 사용한 Places 365 데이터셋의

시맨틱 카테고리는 총 365종류의 공간 카테고리를 가지며, Indoor,

Outdoor natural, Outdoor man-made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

Indoor 카테고리는 다시 workplace(office building, factory, lab, etc),

shopping and dining, home or hotel, transportation(vehicle interiors,

stations, etc.), sports and leisure, cultural (art, education, religion,

milliary, law, politics, etc)의 6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실내공간과 관련 있는 159개의 Indoor 시맨틱 카테고리를 부록에

전부 수록하였으며, 그 일부는 다음 <표 3-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실내장면 사진의 시맨틱 정보를 추출할 때에는 Places 365

영문 카테고리 명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실제로 실내공간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POI명은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 표준에 정의된 코

드 리스트를 참조하여 생성하여야 한다. OGC 표준에 정의된 모든 실내

공간 코드 리스트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같은 개념에 대하여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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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Indoor 시맨틱 카테고리 (일부)

순번 Places 365 시맨틱 카테고리 한국어
1 porch 현관

2 food_court 시식 코너

3 pet_shop 애완 동물 가게

4 pharmacy 조제

5 corridor 복도

6 elevator_shaft 엘리베이터 샤프트

7 dorm_room 기숙사 방

8 staircase 계단

9 waiting_room 대기실

10 physics_laboratory 물리 연구소

11 ice_skating_rink/indoor 아이스 스케이팅 링크 / 실내

12 classroom 교실

13 library/indoor 도서관 / 실내

14 museum/indoor 박물관 / 실내

15 conference_center 컨퍼런스 센터

16 elevator_lobby 엘리베이터 _ 로비

17 elevator/door 엘리베이터 / 문

18 lobby 로비

19 entrance_hall 현관 _ 홀

20 office 사무실

21 office_cubicles 칸막이 오피스

22 home_office 홈 오피스

23 server_room 서버 룸

24 computer_room 컴퓨터 실

25 dining_hall 식당

26 elevator_shaft 엘리베이터 샤프트

27 lobby 로비

28 kitchen 부엌

29 dorm_room 기숙사 방

30 bathroom 화장실

31 lecture_room 강의실

나 철자가 다르면 데이터 상호 운용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임의로 POI

명을 지정하기보다, 코드 리스트에 정의된 이름과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알맞다2). <표 3-2>의 코드 리스트 예시는 북미건축, 엔지니어링및 건설

(AEC)산업에서 만들고 사용하는 Omniclass(표13 및 표14)에서 정의된

2)http://docs.opengeospatial.org/is/14-005r3/14-005r3.html#figure_25, 접

속일: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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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따른다. 코드 리스트는 General Space Function Type, Transition

Space Function Type, Connection Space Function Type, Anchor space

Function Type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작성되어 있다.

<표 3-2> 실내공간 데이터 코드 리스트(일부)

순번 POI 코드 POI명(영어) POI명(한국어)
1 1000 Entry Vestbule 현관

2 2350 Food Court 푸드코트

3 3830 Pet Shop Animal Space 펫샵 동물 공간

4 1940 Pharmacy Spaces 약국 공간

5 1000 Corridor 복도

6 2240 Dormitory 기숙사

7 1120 Stair 계단

8 3720 Waiting Room 대기실

9 1210 Physics Teaching Laboratory 물리학 교육 실험실

10 2740 Skating Rink 스케이트장

11 1190 Classrooms 교실

12 1430 Library 도서관

13 2970 Museum Gallery 박물관 갤러리

14 2280 Conference Room 회의실

15 1030 Elevator Lobby 엘리베이터 로비

16 1090 Entry Lobby 입장 로비

17 2090 Office Spaces 사무실 공간

18 3020 Computer Server Room 컴퓨터 서버 실

19 2340 Dining Room 식당

20 3880 Dining and Drinking Spaces 식사 및 음주 공간

21 1110 Elevator Shaft 엘리베이터 샤프트

22 2890 Pre-Function Lobby 사전 기능 로비

23 1020 Box Lobby 박스 로비

24 1090 Entry Lobby 입장 로비

25 2540 Kitchen 부엌

26 3860 Kitchen Space 주방 공간

27 3870 Cooking Space 요리 공간

28 2240 Dormitory 기숙사

29 4030 Bathroom 화장실

30 4040 Toilet Space 화장실 공간

31 4050 Combination Toilet and 
Bathing Space 화장실과 욕실 겸용 공간

32 1020 Men’s Restroom 남자 화장실

33 1030 Unisex Restroom 남녀 공용 화장실

34 1130 Women’s Restroom 여자 화장실

35 2550 Lecture Classroom 강의실

36 2560 Lecture Hall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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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았을 때 실제 실내공간 데이터에서 쓰이는 공간명과,

Places365 데이터셋에서 쓰이는 공간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

라서 실내장면 사진을 Places365 데이터셋으로 사전학습된 ResNet으로

분류하여 추출한 시맨틱 정보로 실내 POI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기 위해

서는분류결과(시맨틱 카테고리)와 가장 가까운 코드 리스트의 단어

(space funtion type) 단어를 매칭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laces 365

시맨틱 카테고리와 가장 가까운 코드 리스트의 단어를 직접 검토하여 수

동으로 매칭하였으며 그 결과를 부록에 모두 수록하였다.

<표 3-3>은 Places 365 시맨틱 카테고리와 코드 리스트의 POI명이 일

대일로 바람직하게 매칭된 결과 중 일부이다. 그러나 모든 단어들이 이

렇게 일대일로 정확하게 매칭되는 것은 아니다.

<표 3-3> 일대일 매칭

Places 365 시맨틱 카테고리 POI 코드 POI명(영어)
porch 1000 Entry Vestbule

food_court 2350 Food Court

pet_shop 3830 Pet Shop Animal Space

pharmacy 1940 Pharmacy Spaces

corridor 1000 Corridor

elevator_shaft 1110 Elevator Shaft

dorm_room 2240 Dormitory

staircase 1120 Stair

waiting_room 3720 Waiting Room

physics_laboratory 1210 Physics Teaching Laboratory

ice_skating_rink/indoor 2740 Skating Rink

classroom 1190 Classrooms

library/indoor 1430 Library

museum/indoor 2970 Museum Gallery

conference_center 2280 Conference Room

<표 3-4>는 여러 개의 Places365 시맨틱 카테고리를 하나의 코드 리스

트 POI명이 나타내는 경우를 보여준다. Places365 시맨틱 카테고리는

office, office_cubicles, home_office 의 세 가지 다른 공간을 구분하는 데

반해, 실내공간 데이터(코드 리스트)에서는 이 세 가지 공간을 모두

Office Spaces 하나의 POI명으로 구축한다. 이러한 경우 실내공간 데이

터의 코드 리스트를 좀 더 의미론적으로 풍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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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대일 매칭

을 함으로써 본 문제를 해결하였다.

<표 3-4> 다대일 매칭

Places 365 시맨틱 카테고리 POI 코드 POI명(영어)
elevator_lobby

1030 Elevator Lobby
elevator/door

lobby
1090 Entry Lobby

entrance_hall

office

2090 Office Spacesoffice_cubicles

home_office

server_room
3020 Computer Server Room

computer_room

<표 3-5>은 Places365에서 하나의 시맨틱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공간

을 여러 종류의 실내공간으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는 경우(코드 리

스트)를 보여준다. Places365에서는 bathroom으로만 분류하는 공간을, 실

내공간 데이터에서는 Bathroom, Toilet Space, Combination Toilet and

<표 3-5> 일대다 매칭

Places 365 시맨틱 카테고리 POI 코드 POI명(영어)

dining_hall
2340 Dining Room

3880 Dining and Drinking Spaces

lobby

2890 Pre-Function Lobby

1020 Box Lobby

1090 Entry Lobby

kitchen

2540 Kitchen

3860 Kitchen Space

3870 Cooking Space

bathroom

4030 Bathroom

4040 Toilet Space

4050 Combination Toilet and 
Bathing Space

1020 Men’s Restroom

1030 Unisex Restroom

1130 Women’s Restroom

lecture_room
2550 Lecture Classroom

2560 Lectur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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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hing Space, Men’s Restroom, Unisex Restroom, 그리고 Women’s

Restroom의 6가지의 공간으로 분류하여 구축한다. 화장실의 실내장면 사

진을 촬영하고 구축하는 것은 분명 어려운(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내

부공간의 촬영이 어려우나 실내 POI 데이터의 세부 구축이 필요한 화장

실 같은 공간의 POI 데이터는 수동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서울대 35동 2층의 실내공간 데이터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 구조

설계 연구실, 구조설계 연구실, 수문학 연구실, 공간정보 연구실의 이름

으로 구체적으로 구축되어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2]). 추후 실용화 단계에서는 실내공간 진입구에 텍스트나 심볼

명패가 있는 경우 이것이 촬영된 사진을 OCR로 읽어들여 세부 시맨틱

정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수문학 연구실, 공간정보 연구실을 모두

CNN 분류결과 Places 365 시맨틱 카테고리에서 ‘office’로 분류되는데,

실제로 실내공간 데이터에서는현재 정의되어 있는 Places365 시맨틱 카

테고리와 실내공간 데이터 코드 리스트는 전반적으로 매칭이 잘 되는 편

이지만 일대다, 다대일 매칭이 확인되므로 앞서 제안한 방법에 따라 수

정보완 된다면 실내장면 사진의 자동 CNN 분류를 통한 실내공간 데이

터 자동 업데이트가 보다 수월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2.2 실내장면 사진에서 추출한 POI명과 실내 POI 데이터 위치기

준 매칭

[그림 3-3:좌]는 특정 위치(초록색 구로 표시)에서 촬영된 실내장면 사

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공간 영역을 포함하는지를 나타내었다. 스마트

폰 카메라의 평균 시야각 70°와 스마트폰 카메라의 시야 방향, 시야의 장

애물로 작용하는 실제 벽체를 고려하기 위해 Isovist 분석(Ostwald et al,

2018)의 일종인 VAE(Visual Access and Exposure) 분석 결과, 스마트폰

카메라의 가시영역은 그림에 표현한 사각형의 영역과 같다. 즉 [그림

3-3:좌]에 표현한 원 내부의 사각형 가시영역은 [그림 3-3:우]의 사진에

나타난 공간적 영역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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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좌: 닫힌공간 내 70도 Isovist 영역, 우: 해당 영역에 대응

하는 사진

사진에 나타나는 해당 공간은, 실제로 벽으로 둘러 쌓인 더 큰 공간(폴

리곤)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진에서 추출한 시맨틱 정보를 이용해 실내

폴리곤 데이터가 포함하는 POI 데이터의 속성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

다. 이 때 앞서 얻은 사진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시맨틱 정보를 실내공

간 데이터에 매칭한다([그림 3-4).

[그림 3-4] 좌: 사진이 나타내는 공간 영역, 우: 해당 공간을 포함하는

실내 폴리곤 데이터

이를 위해 사진이 촬영된 위치 포인트를 포함하는 실내 폴리곤 데이터

를 찾아야 하는데, 간단한 PIP(Polygon in Point, Sutherland et al, 1974)

알고리즘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고전적인 알고리즘으로는

Sutherland et al(1974)이 제시한, 포인트에서 한방향의 직선을 그어 그

직선이 인접 폴리곤과 홀수 번 만나면 포인트가 해당 폴리곤의 내부에

있다고 판별하는 방법이다([그림3-5]).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능을

Arcmap 툴을 이용해 간단히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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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포인트-폴리곤 포함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Sutherland

et al., 1974)

따라서 최종적으로 닫힌 공간 내에서 취득한 사진을 이용해 실내공간

데이터의 해당 영역의 POI를 업데이트 할 수 있다([그림 3-6]).

[그림 3-6] 실내장면 사진으로부터 실내 POI 데이터 업데이트

이러한 매칭방법을 사용하면 AR 기술로 추정한 사용자의 위치와 실제

사용자의 위치 오차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매칭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

는다([그림 3-7]).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 벽체와 달리 유리창이나

유리벽이 가시영역에 포함될 경우, 그 너머의 공간도 가시영역에 포함된

다는 점이다([그림3-8]).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는 기존 실내공간 데이터의 POI를 완벽히

업데이트 할 수 없다. [그림 3-9(a)]의 실내공간 데이터에서 가운데의 넓

고 큰 공간(노란색으로 표시)은 하나의 폴리곤이며, 해당 폴리곤은 하나

의 POI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공간에서 촬영된 여러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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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내 POI 데이터

(b)POI 데이터에 매칭되는 사진정보가 촬영된 위치(사용자 위치)

[그림 3-7] AR 기술로 추정한 사용자의 위치 오차가 POI 매칭

결과에 주는 영향

[그림 3-8] 좌: 유리벽을 포함하는 닫힌공간 내 70도 Isovist 영역

우: 해당영역에 대응하는 사진

사진들[그림 3-9(b)]은 각각 다른 시맨틱 정보를 담고 있다. 이처럼 실내

공간 데이터 상 하나의 폴리곤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성격의 다양한 공

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간 데이터의 POI를 어떤 시맨틱 정보로

업데이트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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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내공간 데이터

(b)한 공간에서 촬영된 다양한 사진

[그림 3-9] 실내공간 데이터 상 하나의 폴리곤에 대응되는 실제

세계의 다양한 공간 속성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실내공간 데이터에서 이러한 넓고 큰 공간(이하

오픈 스페이스)를 가상으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폴리곤을 생성하고, 각

폴리곤에 null 값을 갖는 POI를 생성하여 사진에서 추출한 시맨틱 데이

터를 부여하고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POI 업데이트의

정교화는 물론, 부가적으로 실내공간 데이터 자체를 정교화하여 그 효용

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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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내공간 데이터 오픈 스페이스 분할 및 POI 추가

구축 기법

3.3.1 실내공간 데이터의 오픈 스페이스 탐지

본 연구에서는 이동객체가 보행자임을 고려하여 통합도 3단계 지표값을

이용해(최재필, 2005) 오픈 스페이스를 탐지하였다. 실제로 실내공간 데

이터[그림 3-10(a)]를 공간분석하여, 공간별 통합도 3단계 지표(이하 통

합도(3))를 값을 등간격(interval)으로 순위를 매겨 rainbow color map 방

식으로 가시화 한 결과는 [그림 3-10(b)]과 같다.[그림 3-10]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오픈 스페이스가 실내공간에서 가장 통합도(3) 지표가 높은

(a)실내공간 기하 데이터(폴리곤)

(b)실내공간 데이터의 통합도(3) 지표 산출 결과(inteval) 가시화

[그림 3-10] 실내공간 데이터의 공간구문분석결과

것으로 나왔으며, 거꾸로 말해 공간구문분석을 통해 통합도(3) 지표가 가

장 높은 공간을 오픈 스페이스로서 탐지할 수 있었다. 앞서 말했듯 통합

도 지표는 포괄적(global) 지표이기에 건물의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그림 3-11(a)]와 같은 주거 건물이나 [그림 3-11(b)], [그림 3-11(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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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캠퍼스 건물 등 다양한 건물의 지표 값이 계산 가능하다.

→

(a)주거용 건물의 통합도(3) 지표 산출 결과 가시화

→

(b)대학 건물(강의동)의 통합도(3) 지표 산출 결과 가시화

→

(c)대학 건물(도서관)의 통합도(3) 지표 산출 결과 가시화

[그림 3-11] 다양한 실내공간 데이터의 통합도(3) 분석결과

3.3.2 실내공간 데이터의 오픈 스페이스 분할

다음 단계에서는 탐지된 오픈 스페이스를 적절히 분할하였다.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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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존 실내공간의 기하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S-파티션

(surface partition)을 생성하였다. 벽체(Surface, 실내공간 데이터에서 폴

리곤을 이루는 선분)를 연장하여 얻은 파티션이므로 S-파티션이라고 부

른다([그림 3-12]). 이러한 방법으로 공간을 분할할 시 최대 볼록 무결성

(maximum convex integrity)를 유지함으로써 건물 구조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형상을 보존할 수 있으며, 보행자(움직이는 관찰자, moving

object)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형태를 인지가능 하다(Peponis, 1997,

Lee, 2006).

[그림 3-12] 4가지 가상 도면의 S-파티션(Peponis, 1997)

실내공간 데이터에서 탐지한 오픈 스페이스[그림 3-13(a)]에 대해 S-

파티셔닝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3-13(b)]와 같다. 그 결과, 오픈 스페이

스가 다수의 폴리곤으로 나뉘게 된다.

(a)오픈 스페이스가 탐지된 실내공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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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픈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폴리곤들의 크기가 평균 폴리곤의 크

기(닫힌 공간의 크기) 보다 현저히 작고 개수가 많아, 이를 적절히 병합

하여 의미 있는 공간 단위로 정의해 줄 필요가 있다. 세부 공간(오픈 스

페이스 내의 폴리곤)들의 상대적 접근성을 비교하기 위해 [그림 3-13(b)]

데이터에 대하여 통합도(3) 지표를 새로이 산출한 결과 [그림 3-14(a)]의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하여 오픈 스페이스 내의 폴리곤들을 통합도(3)

지표의 값이 가까운 것끼리 적절히 병합하여 결과적으로 기존 실내공간

데이터에 비해 정교화된 실내공간 데이터[그림 3-14(b)]를 얻었다

(b)실내공간 데이터 오픈 스페이스에 S-파티셔닝 수행 결과

[그림 3-13]실내공간 오픈 스페이스 탐지 및 S-파티셔닝 수행

(a) S-파티셔닝 수행한 실내공간 데이터의 통합도(3) 지표 산출 결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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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실내공간 데이터의 오픈 스페이스 POI 추가 구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실내공간 데이터는 앞서 말했듯 하나의 폴리곤마

다 하나의 POI를 갖는다. 실내공간 데이터의 오픈 스페이스를 탐색하고

해당 오픈 스페이스를 적절히 분할 및 병합하여 수정된 실내공간 데이터

를 얻는 과정에서, 오픈 스페이스가 갖는 POI의 개수를 <표 3-6>에 정

리하였다.

기존 실내공간 데이터의 오픈 스페이스는 하나의 폴리곤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POI가 1개이지만, S-파티션을 수행한 이후에는 작은 여러 개

(39개)의 폴리곤으로 구성되었다. 다시 통합도(3) 지표를 산출하여 작은

폴리곤들을 적절히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오픈 스페이스를 7개의 폴리곤

으로 표현하고, 오픈 스페이스에 1개의 ‘복도’ 값을 갖는 POI와 6개의

‘null’ 값을 갖는 POI를 부여하였다. [그림 3-15(b)]의 실제 공간에서 촬

영된 다양한 사진에서 추출한 정보는 [그림 3-15(a)]의 정교화된 실내공

<표 3-6> 프로세스에 따른 실내공간 데이터의 오픈 스페이스 POI 개수 비교

항목 오픈 스페이스의 POI 개수

기존 실내공간 데이터[그림 3-14:[1]] 1

S-파티션 수행한 실내공간 데이터[그림 3-14:[2]] 39

수정된 실내공간 데이터[그림 3-15:[2]] 7

(b)정교화된 실내공간 데이터

[그림 3-14] 분할한 오픈 스페이스를 포함하는 실내공간

데이터에서 최종적으로 획득한 정교화된 실내공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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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데이터(POI 데이터)에 매칭 가능하다. [그림 3-2]와 비교하여 정교화

된 실내공간 데이터가 오픈 스페이스의 다양한 공간속성을 반영할 수

있어 POI 구축 및 업데이트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절에서 제시한 실내공간 데이터의 오픈 스페이스 탐지 및 분할 방법

론을 통해 정교화된 실내공간 데이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 크고 넓은 공간에서 여러 시맨틱 정보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실내 POI를 업데이트 및 추가 구축 할 수 있다.

(a)정교화된 실내공간 기하 데이터와 추가 부여된 POI 데이터

(b)오픈 스페이스에서 실제로 획득된 다양한 공간 속성

[그림 3-15] 오픈 스페이스의 다양한 공간 속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교화된 실내공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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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실내 POI 데이터 업데이트 기법의 평가를 위해

서울대 35동 2층, 65동 1층, 71동 1층 평면에 대한 실내공간 데이터와 실

내장면 사진을 활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4장에서는 실제 실험 적용

및 결과에 대한 분석,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4.1 실험 환경 및 데이터

4.1.1 실험 데이터

실험에 사용한 실내공간 데이터[그림 4-1]와 실내장면 사진 [그림 4-3]

이다. 실내공간 데이터는 SHP 형식의 벡터 데이터로, 방을 폴리곤으로

표현하고 POI를 포인트로 표현하여 DWG, IndoorGML, IFC등 다른 포맷

의 실내공간 데이터와 변환이 용이하게 구축하였다(Gelernter, J et al.,

2019). SHP 형식으로 실내공간 데이터를 구축할 경우, DWG 포맷으로

작성된 건축도면 뿐만 아니라, 래스터(Raster) 형식의 건축도면을 SHP

형식의 실내공간 데이터로 쉽게 변환(Jang et al., 2020)하여 사용할 수

있어 대량의 실내공간 데이터를 저비용으로 구축할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림 4-1] POI 업데이트 전 실내공간 데이터 (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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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데이터 취득 시나리오

[그림 4-2] 실내장면 사진 취득 시나리오

[그림 4-2]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저비용 실내장면 사진 취득 시나

리오이다. 사용자가 AR 기반 실내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수직으로 들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 스마트폰 카

메라는 일정 간격으로 실내장면 사진을 자동 촬영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즉 실내 AR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사용자(스마트폰)의

실제 위치좌표(x,y,z)를 얻어 낼 수 있다. 다음으로 실시간 사용자의 위치

가 네비게이션 상의 실내 지도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특정시점, 해당 위

치에서 자동 촬영된 실내장면 사진은 실제 위치좌표 정보와 함께 서버에

전송 및 저장된다. 실제 실험에서는 AR 기반 실내 네비게이션의 일부

기능인 실내 사용자 위치추적 기능 및 실내지도상에 표현하는 기능만을

가진 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 38 -

4.1.3 CNN을 이용한 실내장면 사진의 시맨틱 정보 추출

1.staircase(0.769) 2.bathroom(0.766) 3.elevator_lobby(0.300)

4.corridor(0.743) 5.staircase(0.520) 6.0.438(corridor)

7.office(0.313) 8.elevator/door(0.351) 9.library/indoor(0.512)

10.atrium/public(0.249) 11.office_cubicles(0.176)
12.bow 

window/indoor(0.354)

13.bathroom(0.804)
14.elevator_lobby(0.635)

corridor(0.161)

15.home_office(0.268)

office(0.212)

[그림 4-3] 서울대 35동 실내장면 사진 CNN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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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림 4-3]은 서울대 35동 건물 2층에서 촬영한 실내장면 사진

을 Places365셋으로 사전훈련된 ResNet의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227 × 227 × 3 픽셀로 조정한 후, 네트워크를 거쳐 사진을 분류하고 시

맨틱 정보를 추출한 결과이다. 사진이 가장 높은 확률로 분류된 카테고

리 명을 매칭되는 공간의 시맨틱 정보로 정의했다. 1번부터 15번까지의

15장의 사진 중 마지막 14, 15번의 사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확하게 1

순위 확률로 분류된 카테고리가 공간의 쓰임새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실험 대상인 서울대 35동 건물 2층, 63동 건물 1층, 71동 건물 1층에서

촬영한 사진과 시맨틱 정보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15.1 home_office(0.268)
office(0.212)

15.2 storage_room(0.232)
15.3 

office_cubicles(0.394)
office(0.234)

15.4 
computer_room(0.164)
office_cubicles(0.104)

15.5 
office_cubicles(0.222)

office(0.072)
home_office(0.067)

15.6 
office_cubicles(0.256)

office(0.055)

[그림 4-4] 서울대 35동 215호에서 촬영한 여러 장의 실내장면 사진

CNN 분류 결과

14번 사진은 1순위로 분류된 elevator_lobby(0.635)가 아닌, 2순위로 분

류된 corridor(0.161)에 가까운 성격의 공간이며, 15번 사진 또한 1순위로

분류된 home_office(0.268)보다 2순위로 분류된 0.212(office)에 더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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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공간이다. 14번 사진이 속한 폴리곤(오픈 스페이스, 통행 공간)

과 같은 공간에서 촬영된 6번 사진은 1순위 corridor로 분류되었다. 즉

한 폴리곤에서 촬영된 여러 장의 사진은 서로 다른 분류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결과가 중첩되어 나타내는 결과에 따라 최종 시맨틱을

결정할 수 있다. 15번 사진이 속한 공간인 서울대학교 35동 215호에서

촬영한 여러 장의 사진을 CNN 분류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4]와 같

다. 6장의 사진 중 1순위 office_cubicles로 분류된 사진이 3장으로 가장

많았다. 즉 해당 공간의 office_cubicles일 확률이 제일 높으므로 해당 공

간의 시맨틱을 office_cubibles로 분류한다. 이로부터 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용자에 의해 찍힌 다수의 사진이 분류된 결과가 중첩되면,도출되는 결

론은 실제 공간의 사용양상에 더욱 근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촬영한 실내장면 사진에 대해 크기 보정 외에 별다른

전처리를 하지 않고 분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제시한 시나리오

대로 실내 네비게이션 사용 중 자동으로 촬영된 실내장면 사진을 이용한

다면, 이미지 분류 전에 사진 데이터를 정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POI 업데이트 성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5:좌]의 사진이 [그

림 4-5:우]의 사진에 비해 CNN 분류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림 4-5:좌]의 사진이 상대적으로 영상 자체에 정보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locker_room(0.154) waiting_room(0.621)

[그림 4-5] 좌:올바른 분류가 되지 않은 사진, 우:올바른 분류가 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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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김광중(2019)이 제시한 ‘엔트로피를 이용한 데이터 정제’ 단계를

이용해 [그림 4-5:좌]와 같은 사진을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POI

업데이트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이론에서 엔트로피는 확률

밀도 함수로 변환된 콘텐츠의 불확실성으로 표현되고 이는 콘텐츠 정보

의 양으로 해석된다(안세웅, 2015). 김광중은 영상의 정보량을 측정하기

위해 RGB 이미지의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엔트로피가 낮은 사진 일부를

제거하였다.

4.1.4 AR을 이용한 실내장면 사진 위치 추정

앞서 제시한 데이터 획득 시나리오에서는 사용자가 실내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내장면이 자동 촬영되고, 촬영 시점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하여 실내장면과 함께 저장되도록 설계하였다. 본 실험에서

는 실내에서의 사용자의 위치 추정 및 표현 기능만을 구현하여 프로토타

입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및 이용하여 사용자의 실내위치를 획득하고, 해

당 위치에서 실내장면을 촬영하여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였다([그림4-6]).

[그림 4-6] 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 사용 예시

구글의 ARCore를 이용하여 실내장면 사진의 위치를 추정하고 그 위치

를 실내공간 데이터 상에 표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을 제

작하여 사용하였다. 현재 구글 ARCore를 지원 가능한 디바이스 목록은

웹사이트3)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삼성 갤럭시 S8(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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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어플리케이션 제작 스크린샷

드로이드 버전 9)을 이용하였고 개발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유니티3D

(Unity3D)(버전2018.3.5.f1)를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그림 4-7] 하였다. 제작과정은 유니티 상에 기구축한 실내공간 데이터

(실내 지도)를 추가하고 그 크기를 실제 공간과 1:1의 스케일로 조정한

후 사용자 초기 위치와 카메라 높이(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사용자가 스

마트폰의 실내 AR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카메라의 높

이를 평균 눈높이인 120cm로 설정하였다), 탐색 가능한 공간을 설정해주

고, 설정한 초기 위치와 실제 공간상에서의 위치를 동기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졌다. 사용자(기기)의 위치는 실내공간 데이터 상에서 초록색 구로

표시되도록 하여 가시성을 높였다([그림 4-8]).

* 초록색 구: 모바일 AR 기술

로 추정한 사용자(스마트폰)의 

위치를 나타냄

[그림 4-8] 벽체로 둘러쌓인 일반공간(우측하단)에 사용자가 있을 경우

3)https://developers.google.com/ar/discover/supported-devices#a

ndroid_play, 접속일: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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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내장면 사진의 상대위치 좌표

(b)실내장면 사진과 위치정보

[그림 4-9]실내장면 사진이 촬영된 위치정보 획득

[그림 4-9]는 실제로 서울대학교 35동 2층 평면의 여러 곳을 이동하며

촬영한 사진[그림 4-9(b)]과, 해당 사진과 함께 저장된 위치를 표시한 것

이다(시연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4)). 사진의 위치 정보는 도면의 좌상

단을 원점으로 하는 상대좌표로 표시하였다([그림 4-9(a)]). 본 연구에서

는 실내공간 데이터와 매칭을 위한 카메라의 방향과 각도는 수동으로 입

4)https://www.youtube.com/watch?v=4HH0oSjoBBw&t=52s, 접속일:

2020년 11월 22일



- 44 -

력하여 사용하였으나, ARCore와 관련 스마트폰 센서에 카메라의 방향

및 회전을 인식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추후 실용화 과정에서 자

동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2 실험 결과 분석

2020년 7월 17일에 촬영된 서울대학교 35동 실내장면 사진[그림 4-10]

과 2020년 9월 19일에 촬영된 실내장면 사진[그림 4-11]에서 달라진 부

분이 눈에 뜨인다. 7월 17일에 office_cubicles, office로 분류된 공간이 9

월 19일 자 사진에서는 atrium/public으로 분류되었다.

[그림 4-10] POI 업데이트 전 실내장면 사진 (2020.7.17)

[그림 4-11] 새롭게 촬영된 실내장면 사진 (2020.9.19)

실제로 기존의 실내공간 데이터([그림 4-1])의 POI가 업데이트 된 새로

운 실내공간 데이터([그림4-12])를 살펴보면, POI명이 ‘Building Manager

Office(경비실)’에서 ‘Concourse(아트리움)’으로 바뀐 부분을 확인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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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실내공간 데이터의 업데이트’는 ‘실내공

간 데이터의 POI 업데이트’로 한정하였으므로,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실

내공간 데이터의 폴리곤 변화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그림 4-12] POI 업데이트 후 실내공간 데이터 (2020.9.19)

4.3 정확도 평가

본 연구의 목적은 실내지도 서비스, 실내 네비게이션 서비스 등 다양한

공간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요구되는 실내 POI 데이터를 효율적인 방법

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축 및 업데이트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인 실사취득으로 생성된 실내 POI 데이터 대비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기법으로 생성된 POI 데이터의 정확도 비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확도 평가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제안된 기법으로 생

성된 실내 POI 데이터의 정확도는 실내장면 사진을 CNN으로 분류하는

과정과 실내 POI 데이터의 실내공간 데이터에 매칭하는 과정의 종합적

인 영향을 받으므로 최종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그리고 제안

기법으로 구축된 실내 POI 데이터를 실사취득을 통하여 구축된 실내

POI 데이터와 비교 분석을 통한 평가를 수행한다.

실험 지역은 서울대학교 35동 2층, 65동 1층, 71동 1층 실내공간 이며

실내 POI 데이터 정확도 평가는 2층 평면 전체의 방과 오픈 스페이스에



- 46 -

대하여 수행하였다([그림 4-13]∼[그림 4-15]).

[그림 4-13] 실험 대상 지역(서울대 35동 2층)

[그림 4-14] 실험 대상 지역(서울대 65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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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실험 대상 지역(서울대 71동 1층)

평가방법은 프로토타입 시스템으로 업데이트한 POI 데이터

(Scene_POI)와 동일 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업데이트한 참

조 POI 데이터(Reference_POI) 간 상호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가칠오,

2013). 평가 지표는 제안 기법으로 구축된 POI 데이터가 현실 세계에 존

재하는 공간 사용양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재현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식 (5-1)~(5-3)와 같이 재현율(recall), 정밀도(precision), 그리고 F-척도

(F-measure)를 활용하였다(Do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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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Reference_POI 데이터(서울대 35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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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Reference_POI 데이터(서울대 65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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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Reference_POI 데이터(서울대 71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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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Scene_POI 데이터(서울대 35동 2층,Reference_POI 데이터와 다른 부분 붉은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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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Scene_POI 데이터(서울대 65동 1층,Reference_POI 데이터와 다른 부분 붉은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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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Scene_POI 데이터(서울대 71동 1층,Reference_POI 데이터와 다른 부분 붉은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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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1)

   ∩ ×  (4-2)

  × (4-3)

재현율은 Reference_POI 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추출된 Scene_POI 수의

비율을 의미하며, 정밀도는 추출된 Scene_POI 중 정확하게 추출된

Scene_POI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확한 Scene_POI 데이터란

실내장면 사진으로부터 추출한 POI명이 실내공간 데이터의 해당 폴리곤

에 매칭된 Scene_POI를 의미한다. 즉, reference_POI와 위치 및 POI명이

동일한 POI 데이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F-척도는 서로 상반관계를

갖는 재현율과 정밀도의 중요도를 동일하게 고려한 조화 평균으로 전체

정확도의 의미를 갖는다.

<표 4-1>은 reference_POI에 대한 Scene_POI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Scene_POI는 POI명 자동 업데이트에 성공한 POI 데이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재현율과 정밀도에 있어 각각 85.06%와 86.05%로

81.89%의 전체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표 4-1> 제안 기법의 실내 POI 데이터 정확도 평가

Recall Precision F-measure

Scene_POI 85.06 % 86.05% 85.55 %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 지역에 실제 존재하는 POI 데이터 즉,

Reference_POI 수는 총 174건임에 비하여 제안된 기법으로는 172건의

POI 데이터 업데이트가 가능하였으며, 이 중 정확하게 추출 및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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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Scene_POI 수는 148건으로 분석되었다(<표4-2>).

<표 4-2> 제안 기법의 실내 POI 데이터 분석 결과

Scene_POI
추출되지 못한 POI Reference_POI

true false

148건 24건 2건 174건

제안된 기법으로 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실내 POI 데이터를 반영하

지 못한 원인은 크게 2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는 실내장면 사진의 CNN

분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이다. 실내 POI명을 추출하기 위한 실내장

면 사진의 정보가 매우 부족한 경우(엔트로피가 매우 낮은 경우), 일반적

인 실내장면과 차별적인 디자인 요소를 가지는 특이한 공간의 경우, 사

진상에 존재하는 특정 객체의 비율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그림 4-22]).

실내장면 사진 

및 

CNN 분류결과

Scene_POI
2560

Locker Room
1030

Elevator Lobby
1940

Pharmacy Spaces

Reference_POI
1000

Corridor
1000

Corridor
1000

Entry Vestbule

[그림 4-22] CNN 분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두 번째는 실내장면 사진에서 추출한 시맨틱 정보와 실내공간 데이터

와 매칭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이다. 시맨틱 카테고리의 단어와 실

내공간 데이터 코드 리스트의 단어가 일대다 매칭이 되는 경우, 자동 업

데이트 결과(Scene_POI)가 Reference_POI 보다 훨씬 단순하고 정교하지

못하다([그림 4-23]). 이러한 경우 POI명을 수동으로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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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면 사진 

및 

CNN 분류결과

Scene_POI
4030

Bath Room
 4030

Bath Room

Reference_POI
1130

Women’s Restroom
1020

Men’s Restroom

[그림 4-23] 수동 POI 업데이트 보다 단순해진 경우

실험에서 Scene_POI가 구축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면, 사진의 시맨틱

분류결과와 매칭되는 POI명이 실내공간 코드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림 4-24]의 실내장면 사진에 해당하는 공간은 실외쪽 창이

없이 바깥과 이어져 있는 공간으로서, 실제로 실내가 아닌 실외로 분류

되는 공간이기에 실내공간 코드 리스트에 매칭되는 POI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내장면 사진 

및 

CNN 분류결과

Scene_POI NULL

Reference_POI
4000

Smoking Space

[그림 4-24] 시맨틱 카테고리에 매칭되는 POI명 이 없는 경우

예상한 바와는 달리, AR 위치 정확도에 따른 실내 POI 업데이트 정확

도 저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AR의 위치 정확도가 높을 뿐 아니라,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매칭방법이 어느 정도의 위치 오차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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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신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는 실내 POI 데이터에 대해,

그 속성을 효율적으로 업데이트 및 추가 구축 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내

공간 환경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론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 가능한 모든 종류의 실내공간 사진

에 대하여, 이에 담긴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CNN 장면 분

류 기술을 채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실제 공간 사용양상에 가까운 시맨틱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또한, 최첨단 기법인 AR 기술을 이용해 실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실내장면 사진의 위치정보로

저장하였다. 이 두 가지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실내장면 사진에

서 추출한 시맨틱 정보를 기존 실내 POI 데이터에 위치 기준 매칭하여

그 속성을 업데이트하였다. 부가적으로 이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자 기반

저비용 실내장면 사진 데이터 획득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실용화 가능성

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문분석을 이용하여 실내공간 데이터의 오픈 스페이

스를 탐지하고 분할하여 실내공간 데이터를 정교화함으로써 좀 더 다양

한 공간 사용양상을 유연하게 실내공간 데이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된 기법으로 실세계의 실내 POI 데이터를 86.05%의 정

확도로 85.06%의 재현이 가능함을 보여 실세계를 높은 정확도로 반영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획득 가능한 실

내장면 사진의 풍부한 시각적 정보와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저비용의 효

율적인 실내 POI 데이터 업데이트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실제 실

험 결과 높은 정확도를 보이므로,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하면 더욱 실용

화에 가까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방

법을 이용해 실내공간 데이터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할 수 있기에, 실내

지도와 실내 내비게이션 사용자에게 더욱 자세한 실내 POI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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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공간 데이터의 통합도(3) 지표를 산출하여 공간의

접근성에 따라 실내공간을 적절히 분할하고 POI 데이터를 세분하여 업

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쳤지만, 추후에는 계산한 통합도(3) 지표

가 나타내는 접근성 정보를 실내공간 데이터에 추가로 부여하여 실내 내

비게이션의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실내 내비게이션 솔루션은

POI 속성에 이름과 카테고리만 부여하므로, 이러한 접근성 정보가 보완

된다면 특히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경로계획을 도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내 POI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하나의 닫힌 공

간 내에서 여러 종류의 시맨틱 정보가 발견되는 경우, 대표적인 정보 하

나만을 선택하도록 하였지만, 실제로 하나의 닫힌 공간이 여러 목적으로

도 사용된다는 경우(사무실 일부는 칸막이가 없는 사무실이며 다른 일부

는 칸막이가 있는 사무실, 또 다른 일부는 소파가 있는 휴게공간으로 사

용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실제 내비게이션 용도로 많이 쓰이는 실내공

간 데이터의 활용을 고려하였을 때, 추후에는 이러한 세부 시맨틱 정보

를 소실 없이 모두 활용함으로써 보다 큰 규모의 건물 데이터를 정교하

게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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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A> Places365 시맨틱 카테고리

<표 A-1> workplace(office building, factory, lab, etc) 하위 시맨틱

카테고리

순번 Places365 시맨틱 카테고리 한국어
1 assembly_line 조립 라인

2 atrium/public 아트리움 / 공공

3 auto_factory auto_factory

4 biology_laboratory 생물학 실험실

5 booth/indoor 부스 / 실내

6 chemistry_lab 화학 실험실

7 clean_room 깨끗한 방

8 computer_room 컴퓨터 실

9 conference_room 회의실

10 corridor 복도

11 dressing_room 탈의실

12 elevator/door 엘리베이터 / 문

13 elevator_shaft 엘리베이터 샤프트

14 engine_room 엔진 룸

15 greenhouse/indoor 온실 / 실내

16 hospital_room 병원 _ 방

17 laundromat 빨래방

18 lobby 로비

19 mezzanine 중 이층

20 office 사무실

21 office_cubicles 칸막이 사무실

22 operating_room 수술실

23 parking_garage/indoor 주차장 / 실내

24 physics_laboratory 물리 실험실

25 reception 수신

26 server_room 서버실

27 stable 마구간

28 staircase 계단

29 storage_room 창고

30 veterinarians_office 수의사 사무실

31 waiting_room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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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2> shopping and dining 하위 시맨틱 카테고리

순번 Places365 시맨틱 카테고리 한국어
1 auto_showroom auto_showroom

2 bakery/shop 베이커리 / 숍

3 bank_vault bank_vault

4 banquet_hall 연회장

5 bar 바

6 bazaar/indoor 바자 / 실내

7 beauty_salon 미용실

8 beer_hall 비어홀

9 bookstore 서점

10 butchers_shop 정육점

11 cafeteria 구내 식당

12 candy_store 사탕 가게

13 clothing_store 옷가게

14 coffee_shop 커피 샵

15 delicatessen 총알

16 department_store 백화점

17 dining_hall 식당

18 discotheque 디스코텍

19 drugstore 약국

20 escalator/indoor 에스컬레이터 / 실내

21 fabric_store fabric_store

22 fastfood_restaurant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

23 flea_market/indoor 벼룩 시장 / 실내

24 florist_shop/indoor 꽃집 / 실내

25 food_court 시식 코너

26 general_store/indoor 일반 점 / 실내

27 gift_shop 선물 가게

28 hardware_store 철물점

29 ice_cream_parlor ice_cream_parlor

30 jewelry_shop 보석 가게

31 market/indoor 시장 / 실내

32 pet_shop 애완 동물 가게

33 pharmacy 조제

34 pizzeria 피자 가게

35 pub/indoor 술집 / 실내

36 repair_shop 수리점

37 restaurant 레스토랑

38 restaurant_kitchen 레스토랑 _ 주방

39 shoe_shop 신발 가게

40 shopping_mall/indoor 쇼핑몰 / 실내

41 supermarket 슈퍼마켓

42 sushi_bar 스시 바

43 ticket_booth ticket_booth

44 toyshop 장난감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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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3> home or hotel 하위 시맨틱 카테고리

순번 Places365 시맨틱 카테고리 한국어
1 alcove 반침

2 attic 애틱

3 basement 최하부

4 bathroom 화장실

5 bedchamber 침실

6 bedroom 침실

7 bow_window/indoor 활 _ 창 / 실내

8 childs_room 차일드 룸

9 closet 옷장

10 dining_room 식당

11 dorm_room 기숙사 방

12 garage/indoor 차고 / 실내

13 home_office 홈 오피스

14 home_theater 홈 시어터

15 hotel_room 호텔 방

16 kitchen 부엌

17 living_room 거실

18 nursery 보육실

19 nursing_home 요양원

20 pantry 식료품 저장실

21 playroom 놀이방

22 recreation_room 오락실

23 shower 샤워

24 television_room 텔레비전 _ 방

25 utility_room 유틸리티 룸

26 wet_bar wet_bar

27 youth_hostel 유스 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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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4> transportation (vehicle interiors, stations, etc.) 하위

시맨틱 카테고리

순번 Places365 시맨틱 카테고리 한국어
1 airplane_cabin 비행기 캐빈

2 airport_terminal 공항 터미널

3 berth 침대

4 bus_interior 버스 _ 인테리어

5 bus_station/indoor 버스 정류장 / 실내

6 car_interior car_interior

7 cockpit 조종석

8 elevator_lobby Elevator_lobby

9 entrance_hall 현관 _ 홀

10 galley 갤리

11 hangar/indoor 격납고 / 실내

12 subway_station/platform 지하철 역 / 플랫폼

13 train_interior train_interior

14 train_station/platform 기차역 / 플랫폼

<표 A-5> sports and leisure 하위 시맨틱 카테고리

순번 Places365 시맨틱 카테고리 한국어
1 amusement_arcade 전자 오락실

2 arena/hockey 경기장 / 하키

3 arena/performance 경기장 / 공연

4 arena/rodeo 경기장 / 로데오

5 ball_pit ball_pit

6 ballroom 사교 댄스

7 basketball_court/indoor 농구 코트 / 실내

8 bowling_alley 볼링장

9 boxing_ring boxing_ring

10 gymnasium/indoor 체육관 / 실내

11 ice_skating_rink/indoor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 / 실내

12 jacuzzi/indoor 자쿠지 / 실내

13 locker_room 락커룸

14 martial_arts_gym martial_arts_gym

15 sauna 찜질방

16 swimming_pool/indoor 수영장 /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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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A-6> cultural (art, education, religion, millitary, law, politics,

etc.) 하위 시맨틱 카테고리

순번 Places365 시맨틱 카테고리 한국어
1 aquarium 수족관

2 arcade 아케이드

3 archive 아카이브

4 art_gallery 미술관

5 art_school 예술 학교

6 art_studio 아트 스튜디오

7 artists_loft Artists_loft

8 auditorium 강당

9 burial_chamber 매장 실

10 catacomb 지하 묘지

11 church/indoor 교회 / 실내

12 classroom 교실

13 conference_center 컨퍼런스 센터

14 jail_cell 감방

15 kindergarden_classroom 유치원 교실

16 lecture_room 강의실

17 legislative_chamber 입법 실

18 library/indoor 도서관 / 실내

19 movie_theater/indoor 영화 극장 / 실내

20 museum/indoor 박물관 / 실내

21 music_studio music_studio

22 natural_history_museum natural_history_museum

23 orchestra_pit 오케스트라 피트

24 science_museum 과학 박물관

25 stage/indoor 무대 / 실내

26 television_studio 텔레비전 스튜디오

27 throne_room 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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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실내공간 데이터 코드 리스트

<표 B-1> General Space Function Type

1000 Elevator Machine Room 2550 Lecture Classroom

1010 Fire Command Center 2560 Lecture Hall

1020 Men’s Restroom 2570 Seminar Room

1030 Unisex Restroom 2580 Astronomy Teaching 
Laboratory

1040 Refrigerant Machinery Room 2590 Research/non-class Class 
Laboratory

1050 Incinerator Room 2600 Training Space

1060 Gas Room 2610 Woodshop/Metalshop

1070 Liquid Use, Dispensing and 
Mixing Room 2620 Religious Education Space

1080 Electrical Room 2630 Study Service

1090 Telecommunications Room 2640 Basketball Courts

1100 Hazardous Waste Storage 2650 Team Athletic Recreation 
Spaces

1110 Building Manager Office 2660 Volleyball Court

1120 Guard Stations 2670 Boxing Ring

1130 Women’s Restroom 2680 Circuit Training Course 
Area

1140 Furnace Room 2690 Aerobic Studio

1150 Fuel Room 2700 Swimming Pool

1160 Liquid Storage Room 2710 Firing Range

1170 Hydrogen Cutoff Room 2720 Hobby and Craft Center

1180 Switch Room 2730 Exercise Room

1190 Classrooms 2740 Skating Rink

1200 Assembly Hall 2750 Climbing Wall

1210 Physics Teaching Laboratory 2760 Diving Tank

1220 Open Class Laboratory 2770 Game Room

1230 Laboratory Service Space 2780 Fitness Center

1240 Computer Lab 2790 Weight Room

1250 Training Support Space 2800 Courtroom

1260 Study Room 2810 Jury Room

1270 Evidence Room 2820 Jury Assembly Space

1280 Witness Stand 2830 Judge’s Chambers

1290 Robing Area 2840 Hearing Room

1300 Council Chambers 2850 Legislative Hearing Room

1310 Armory 2860 Acting Stage

1320 General Performance Spaces 2870 Performance Rehearsal 
Space

1330 Orchestra Pit 2880 Banding Training Space

1340 Performance Hall 2890 Pre-Function L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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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Audience Space 2900 Supporting Performance 
Space

1360 Audience Seating Space 2910 Catwalk

1370 Projection Booth 2920 Motion Picture Screen 
Space

1380 Stage Wings 2930 Exhibit Gallery

1390 Art Gallery 2940 Display Space

1400 Sculpture Garden 2950 Artist’s Studio

1410 Recording Studio 2960 Media Production

1420 Photo Lab 2970 Museum Gallery

1430 Library 2980 Baptistery

1440 Mediation Chapel 2990 Cathedra

1450 Reflection Space 3000 Clean Room

1460 Chapel 3010 Data Center

1470 Shrine 3020 Computer Server Room

1480 Confessional Space 3030 Exam Room

1490 Tabernacle 3040 General Examination 
Space

1500 Choir Loft 3050 Labor, Delivery, Recovery, 
Postpartum Room

1510 Marriage Sanctuary 3060 Newborn Nursery

1520 Mental Health Quiet Room 3070 Patient Room

1530 Bone Densitometry Room 3080 Clean Supply Room

1540 CT Simulator Room 3090 Consultation Room

1550 Head Radiographic Room 3100 Equipment Storage Room

1560 Mobile Imaging System 
Alcove 3110 Nurse Workspace

1570 MRI System Component 
Room 3120 Nurse Triage Space

1580 PET/CT Simulator Room 3130 Mental Health Multipurpose 
room w/Control Room

1590 Radiographic Room 3140 Holding Room, Secured

1600 Stereotactic Mammography 
Room 3150 Anteroom

1610 Ultrasound/Optical Coherence 
Tomography Room 3160 Medical Information 

Computer System Room

1620 Angiographic Control Room 3170 Nursery Transport Unit 
Alcove

1630 Angiographic Procedure 
Control Area 3180 Clean Linen Storage Room

1640 Silver Collection Area 3190 Clean Utility Room

1650 Computer Image Processing 
Area 3200 Mental Health 

Interview/Counseling Room

1660 CT Control Area 3210 Medical Records Storage 
room

1670 Image Quality Control Room 3220 Nurse Station

1680 X-Ray, Plane Film Storage 
Space 3230 Soiled Utility Room

1690 MRI Control Room 3240 Resuscitation Cart Alcove

1700 MRI Viewing Room 3250 Angiographic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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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m

1710 Radiographic Control Room 3260 CT Scanning Room

1720 Tele-Radiology/Tele-Medicine 
Room 3270 Cystoscopic Radiology 

Room

1730 Radiation Diagnostic and 
Therapy Spaces 3280 Mammography Room

1740 Health Physics Laboratory 3290 MRI Scanning Room

1750 Linear Accelerator Entrance 
Maze, Healthcare 3300 PET/CT Scanning Room

1760 Radioactive Waste Storage 
Room, Healthcare 3310 Radiographic Chest Room

1770 Nuclear Medicine Scanning 
Room 3320 Radiology Computer 

Systems Room

1780 Patient Dose/Thyroid Uptake 
Room 3330 Ultrasound Room

1790 Radiopharmacy 3340 Whole Body Scanning 
Room

1800 Radiation Therapy, Mold 
Fabrication Shop 3350 Angiographic Instrument 

Room

1810 Hearth and Lung Diagnostic 
and Treatment Spaces 3360 Angiographic System 

Component Room

1820 Cardiac Catheter Instrument 
Room 3370 Computed Radiology 

Reader Area

1830 Cardiac Catheter Control 
Room 3380 X-Ray, Digital Image 

Storage Space

1840 Cardiac Electrophysiology 
Room 3390 CT power and Equipment 

Room

1850 Echocardiograph Room 3400 Image Reading Room

1860 Extended Pulmonary Function 
Testing Laboratory 3410 Mammography Processing 

Room

1870 Pacemaker ICD Interrogation 
Room 3420 MRI Equipment Storage 

Room

1880 Procedure Viewing Area 3430 PET/CT Control Room

1890 Pulmonary Function Treadmill 
Room 3440 Radiographic Darkroom

1900 Respiratory Therapy Clean-up 
Room 3450 Viewing/Consultation 

Room, Diagnostic Imaging

1910 General Diagnostic Procedure 
and Treatment Spaces 3460

Equipment Calibration 
Space, Radiation 
Diagnostic and Therapy

1920 Endoscopy/Gastroenterology 
Spaces 3470

Linear Accelerator 
Component Room, 
Healthcare

1930 Clinical Laboratory Spaces 3480 Linear Accelerator Room, 
Healthcare

1940 Pharmacy Spaces 3490 Nuclear Medicine Dose 
Calibration Space

1950 Rehabilitation Spaces 3500 Nuclear Medicine Patient 
“Hot” Waiting Room

1960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Spaces 3510 Radiation Dosimetry 

Planning Room

1970 Chemistry Laboratories 3520 Radium Cart Ho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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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1980 Physical Sciences 
Laboratories 3530 Sealed Source Room

1990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Laboratories 3540 Brachytherapy Room

2000 Psychology Laboratories 3550 Cardiac Catheter System 
Component Room

2010 Dry Laboratories 3560 Cardiac Catheter 
Laboratory

2020 Wet Laboratories 3570 Cardiac Testing Room

2030 Biosciences Laboratories 3580 EKG Testing Room

2040 Astronomy Laboratories 3590 Microvascular Laboratory

2050 Forensics Laboratories 3600 Pacemaker/Holter Monitor 
Room

2060 Bench Laboratories 3610 Pulmonary Function 
Testing Laboratory

2070 Integration Laboratories 3620 Pulmonary Screening 
Room

2080 Laboratory Storage Spaces 3630 Respiratory Inhalation 
Cubicle

2090 Office Spaces 3640 Eye and Ear Healthcare 
Spaces

2100 Dedicated Enclosed 
Workstation 3650 Surgical Spaces

2110 Open Team Setting 3660 Clinical Laboratory Support 
Spaces

2120 Shared Equipment Station 3670 Medical Services Logistic 
Spaces

2130 Banking Spaces 3680 Dental Spaces

2140 Automatic Teller Machine 
Space 3690 Press Conference Room

2150 Trading Spaces 3700 War Room

2160 Demonstration Spaces 3710 Waiting Space

2170 Checkout Space 3720 Waiting Room

2180 Fitting Space 3730 Office Service

2190 Auction Room 3740 Shared Open Workstation

2200 Commercial Service and 
Repair Spaces 3750 General File and Storage

2210 Hotel, Motel, Hostel, and 
Dormitory Service Spaces 3760 Lookout Gallery

2220 Hotel Residence Room 3770 Bank Teller Space

2230 Commercial Support Spaces 3780 Vault

2240 Dormitory 3790 Trading Floor

2250 Information Counter 3800 Sales Spaces

2260 Post Office Space 3810 Display Space

2270 Mail Room Space 3820 Vending Machine Area

2280 Conference Room 3830 Pet Shop Animal Space

2290 Grooming Activity Spaces 3840 Makeup Space

2300 Haircutting Space 3850 Food Service

2310 Cooking Spaces 3860 Kitche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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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Food Preparation Space 3870 Cooking Space

2330 Dishwashing Station 3880 Dining and Drinking 
Spaces

2340 Dining Room 3890 Banquet Hall

2350 Food Court 3900 Snack Bar

2360 Salad Bar 3910 Liquor Bar

2370 Beverage Station 3920 Table Bussing Station

2380 Serving Station 3930 Vending Perishable 
Product Space

2390 Cafeteria Vending Space 3940 Tray Return Space

2400 Food Discard Station 3950 Coffee stations

2410 Child Care Spaces 3960 Daycare sickroom

2420 Child Day Care Space 3970 Play Room

2430 CLD–Child Care 3980 Resting Spaces

2440 Rest Area 3990 Break Room

2450 Laundry/Dry Cleaning Space 4000 Smoking Space

2460 Locker Room 4010 Filing Space

2470 Supply Room 4020 Unit Storage

2480 On-call Room 4030 Bathroom

2490 Shower Space 4040 Toilet Space

2500 Ablution Room 4050 Combination Toilet and 
Bathing Space

2510 Mud Room 4060 Laundry Room

2520 Bedroom 4070 Mental Health Resident 
Bedroom

2530 Mental Health Resident 
Bedroom, Bariatric 4080 Nursery

2540 Kitchen 　 　

<표 B-2> Transition Space Function Type

1000 Corridor 1070 Concourse

1010 Breezeway 1080 Moving walkway

1020 Box Lobby 1090 Entry Lobby

1030 Elevator Lobby 1100 Jet way

1040 Landing 1110 Elevator Shaft

1050 Aisle 1120 Stair

1060 Ramp 1130 Chute

<표 B-3> Connection Space Function Type

1000 Door 1020 Concourse Sally port

1010 Vestibule

<표 B-4> Anchor space Function Type

1000 Entry Vestibule 1020 Gate

1010 Exterior door 1030 Emergency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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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Places365 시맨틱 카테고리-실내공간
데이터 코드 리스트 매칭 테이블

<표 C-1> 시맨틱 카테고리-코드 리스트 매칭 테이블

순번 Places 365 시맨틱 
카테고리 POI 코드 POI명(영어)

1 elevator_shaft 1000 Elevator Machine Room

2 bathroom 1020 Men’s Restroom

3 bathroom 1030 Unisex Restroom

4 utility_room 1080 Electrical Room

5 storage_room 1100 Hazardous Waste Storage

6 reception 1110 Building Manager Office

7 reception 1120 Guard Stations

8 bathroom 1130 Women’s Restroom

9 engine_room 1140 Furnace Room

10 engine_room 1150 Fuel Room

11 storage_room 1160 Liquid Storage Room

12 classroom 1190 Classrooms

13 assembly_line 1200 Assembly Hall

14 physics_laboratory 1210 Physics Teaching Laboratory

15 library/indoor 1260 Study Room

16 legislative_chamber 1300 Council Chambers

17 orchestra_pit 1330 Orchestra Pit

18 stage/indoor 1340 Performance Hall

19 art_gallery 1390 Art Gallery

20 music_studio 1410 Recording Studio

21 library/indoor 1430 Library

22 museum/indoor 1440 Mediation Chapel

23 museum/indoor 1450 Reflection Space

24 museum/indoor 1460 Chapel

25 museum/indoor 1480 Confessional Space

26 storage_room 1760 Radioactive Waste Storage 
Room, Healthcare

27 chemistry_lab 1970 Chemistry Laboratories

28 physics_laboratory 1980 Physical Sciences Laboratories

29 biology_laboratory 2030 Biosciences Laboratories

30 storage_room 2080 Laboratory Storage Spaces

31 office/office_cubicles/home
_office 2090 Office Spaces

32 dressing_room 2180 Fitting Space

33 hotel_room 2220 Hotel Residence Room

34 dorm_room 2240 Dormitory

35 reception 2250 Information Counter

36 conference_center 2280 Conference Room

37 beauty_salon 2290 Grooming Activity Spaces

38 beauty_salon 2300 Haircutting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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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Places 365 시맨틱 
카테고리 POI 코드 POI명(영어)

39 kitchen 2310 Cooking Spaces

40 kitchen 2320 Food Preparation Space

41 dining_hall 2340 Dining Room

42 food_court 2350 Food Court

43 bar 2360 Salad Bar

44 cafeteria 2390 Cafeteria Vending Space

45 waiting_room 2440 Rest Area

46 laundromat 2450 Laundry/Dry Cleaning Space

47 locker_room 2460 Locker Room

48 utility_room 2470 Supply Room

49 shower 2490 Shower Space

50 bedroom 2520 Bedroom

51 hospital_room 2530 Mental Health Resident Bedroom, 
Bariatric

52 kitchen 2540 Kitchen

53 lecture_room 2550 Lecture Classroom

54 lecture_room 2560 Lecture Hall

55 market/indoor 2610 Woodshop/Metalshop

56 basketball_court/indoor 2640 Basketball Courts

57 gymnasium/indoor 2650 Team Athletic Recreation Spaces

58 arena/performance 2660 Volleyball Court

59 boxing_ring 2670 Boxing Ring

60 gymnasium/indoor 2680 Circuit Training Course Area

61 swimming_pool/indoor 2700 Swimming Pool

62 gymnasium/indoor 2730 Exercise Room

63 ice_skating_rink/indoor 2740 Skating Rink

64 amusement_arcade 2770 Game Room

65 gymnasium/indoor 2780 Fitness Center

66 gymnasium/indoor 2790 Weight Room

67 legislative_chamber 2850 Legislative Hearing Room

68 stage/indoor 2860 Acting Stage

69 lobby 2890 Pre-Function Lobby

70 stage/indoor 2910 Catwalk

71 art_gallery 2930 Exhibit Gallery

72 art_studio 2950 Artist’s Studio

73 museum/indoor 2970 Museum Gallery

74 church/indoor 2980 Baptistery

75 church/indoor 2990 Cathedra

76 clean_room 3000 Clean Room

77 computer_room//server_room 3020 Computer Server Room

78 hospital_room 3070 Patient Room

79 clean_room 3080 Clean Supply Room

80 storage_room 3100 Equipment Storage Room

81 waiting_room 3140 Holding Room,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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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Places 365 시맨틱 
카테고리 POI 코드 POI명(영어)

82 waiting_room 3150 Anteroom

83 storage_room 3180 Clean Linen Storage Room

84 utility_room//clean_room 3190 Clean Utility Room

85 storage_room 3210 Medical Records Storage room

86 utility_room 3230 Soiled Utility Room

87 storage_room 3420 MRI Equipment Storage Room

88 pet_shop 3830 Pet Shop Animal Space

89 food_court 3850 Food Service

90 kitchen 3860 Kitchen Space

91 kitchen 3870 Cooking Space

92 dining_hall 3880 Dining and Drinking Spaces

93 banquet_hall 3890 Banquet Hall

94 bar 3900 Snack Bar

95 bar 3910 Liquor Bar

96 bar 3910 Liquor Bar

97 coffee_shop 3950 Coffee stations

98 waiting_room 3980 Resting Spaces

99 waiting_room 3990 Break Room

100 storage_room 4020 Unit Storage

101 bathroom 4030 Bathroom

102 bathroom 4040 Toilet Space

103 bathroom 4050 Combination Toilet and Bathing 
Space

104 laundromat 4060 Laundry Room

105 hospital_room 4070 Mental Health Resident Bedroom

106 nursery 4080 Nursery

107 corridor 1000 Corridor

108 lobby 1020 Box Lobby

109 elevator_lobby//elevator/door 1030 Elevator Lobby

110 corridor 1000 Corridor

111 atrium/public 1070 Concourse

112 lobby//entrance_hall 1090 Entry Lobby

113 elevator_shaft 1110 Elevator Shaft

114 staircase 1120 Stair

115 porch 1010 Vestibule

116 porch 1000 Entry Vestibule

117 porch 1010 Exterior door

118 porch 1020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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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 서울대 35동 실내장면 사진 시맨틱 분류

staircase(0.769)
office_cubicles(0.256)

office(0.055)
elevator_lobby(0.300)

corridor(0.743) staircase(0.520) corridor(0.438)

office(0.313) elevator/door(0.351) storage_room(0.232)

atrium/public(0.249) office_cubicles(0.176) bow window/indoor(0.354)

home_office(0.268)
office(0.212)

storage_room(0.232) office_cubicles(0.394)
office(0.234)

[그림 D-1] 서울대 35동 실내장면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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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er_room(0.154) waiting_room(0.621) library/indoor(0.512)

bathroom(0.766) elevator_lobby(0.148) stiarcase(0.478)

elevator_lobby(0.227) bathroom(0.804) office(0.474)

office_cubicles(0.729) waiting_room(0.298)
shopfront(0.486)

doorway/outdoor(0.172)

computer_room(0.164)
office_cubicles(0.104)

office_cubicles(0.222)
office(0.072)

campus(0.378)

[그림 D-2] 서울대 35동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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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rary/indoor(0.177)

waiting_room(0.126)
waiting_room(0.450) library/indoor(0.624)

conference_room(0.286)
lecture_room(0.265)

conference_room(0.739)
lecture_room(0.137)

roof_garden(0.261)

reception(0.341) stiarcase(0.469) booth/indoor(0.102)

booth/indoor(0.228) alcove(0.296) artists_loft(0.407)

[그림 D-3] 서울대 35동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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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_cubicles(0.860)
library/indoor(0.008)

corridor(0.443) elevator/door(0.834)

elevator/door(0.910
conference_room(0.431)

library/indoor(0.062)
staircase(0.537)

food_court(0.300) corridor(0.342) shopfront(0.249)

staircase(0.309) ticket_booth(0.439) server_room(0.313)

[그림 D-4] 서울대 62동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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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ry(0.953)
server_room(0.138)

atrium/public(0.066)

basketball_court/indoor(0.99
8)

bathroom(0.703) office_cubicles(0.296) atrium/public(0.386)

corridor(0.213) gymnasium/indoor(0.966) locker_room(0.355)

shower(0.319) corridor(0.505) corridor(0.569)

[그림 D-5] 서울대 71동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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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idor(0.936) staircase(0.884) staircase(0.750)

berth(0.215) recreation_room(0.142) server_room(0.183)

archive(0.477) corridor(0.727) corridor(0.719)

engine_room(0.480) basement(0.202) corridor(0.317)

[그림 D-6] 서울대 71동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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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t(0.347) corridor(0.377) archive(0.346)

pantry(0.727) staircase(0.628) server_room(0.204)

[그림 D-6] 서울대 71동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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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oor POI data, an important component of indoor spatial data, has

attribute information of a specific place in the room and is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user. Currently, indoor POI

data is manually updated by direct investigation, which is expensive

and time-consuming. Recently, to overcome these problems, research

on updating POI using the attribute information of indoor photographs

has been advanced. However, the range of use, such as using only

photographs with text information, is a limitation. There is a need for

a method that can improve versatility.

Therefore, in this study, as an improvement to this, we proposed a

new method for updating indoor POI data using a smartphone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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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oposed method, the POI명 is obtained by classifying the

indoor scene's photograph in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NN and matching the location criteria to indoor spatial data by

using AR technology.

The process for that purpose consisted of classifying photographs of

indoor scenes into CNNs and acquiring semantic information, and

secondly the process of matching semantic information with indoor

space data and updating the POI.

As a result of creating and experimenting with a prototype

application to evaluate the proposed method, it was possible to update

POI data that reflects the real world with high accuracy.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complement or substitute for the existing methodologies that

have been advanced mainly by direct research.

Keywords : Indoor spatial data, smartphone camera, semantics,

points of interest, AR, CNN

Student Number : 2018-2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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