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
Create AI Training
Data with HelloData
높은 정확도와 다양한 기능으로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 가공에 특화된 솔루션
Hello Data AUTO

헬로데이터
오토

01.

AI Annotation

자율주행 솔루션으로서
빠른 속도, 높은 정확도, 다양한 기능
제공

02.

다양한 객체의 어노테이션 기능

데이터셋 업로드 즉시 자동화된 어노테이션 기능 지원

2D, 3D, LiDar, 동영상 어노테이션, 어안 렌즈 왜곡

으로 빠른 작업

제거를 통한 데이터 구축 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데이터

신속함과 편리함은 물론 높은 정확도의 데이터 품질

어노테이션 가공 가능

보장

03.

다양한 Attribution 지원

04.

자율주행에 특화된 기능 지원

각 객체의 방향, 위치, 속성 등 다양한 특징들을 속성 값

이전 작업물에 대한 라벨링 정보 복사

으로 입력 및 저장하여 인공지능 성능을 고도화

제출/반려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결과물 추출

05.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데이터셋 업로드 즉시 AI Annotation 기능 지원으로
빠른 작업을 진행
작업의 신속함과 편리함은 물론 높은 정확도의 데이터
품질 보장
프로젝트 경과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으로 작업자의
처리량과 프로젝트 완료까지의 일정을 파악

AI
Annotation
AI Annotation을 이용한 차량 검출

Bounding Box를 이용한 차량 검출

Polyline을 이용한 차선 검출

LiDAR 데이터 내 Cuboid를 이용한 3D 차선 검출

차량 디텍션 정확도

차종 분류 정확도

장당 추론 시간

96.9 %

86.3 %

0.362 초

100매의 주행 이미지 중 10픽셀
x 10픽셀 크기 이상의 차량 이미지에
대한 검출 정확도

100매의 주행 이미지 중 10픽셀
x 10픽셀 크기 이상, 오클루전 0.5
미만의 차량에 대한 차량 분류 정확도

100매의 주행 이미지 추론
시간의 평균치

AI Drawing툴을 이용한 자동 디텍션
Hellodata AUTO 의 독보적인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한 자동 segmentation tool로서 클릭 한 번에
객체 전체 인식
인공지능으로 이미지상의 객체를 인식하고 경계를 구분하여
세그먼트 할 영역 일부분만 클릭하면 전체를 한번에 인식하여
세그먼트
Polygon 툴을 이용하여 오랜 시간 하나하나 수작업을 해야 하는
segmentation을 평균 3번의 클릭만으로 더 쉽고 빠르게 완료
클래스 제약 없이 모든 객체의 클래스 라벨링/인식 가능

이미지 한 장
작업시 소요 시간
하루 8시간
작업시 작업량

약 3분 소요
약 15초
최대 160장
최대 1,920장

일반적인 어노테이션

8명의 작업자가
하루 8시간씩
100 만장을
가공할 때까지의
소요 시간
AI Support 이용시

8

day

5 시간

10 분

다양한 객체의
Annotation
기능
다양한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이미지 검출 기능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 Annotation이
가능합니다.

2D

객체 검출

객체 구분

객체 분류

차종 분류

라벨링

사람 인식

차선 검출

위치 테이터

다양한 객체의
Annotation
기능

LiDAR, 3D 등 다양한 고도화된
데이터 Annotation 가공이 가능합니다.

01.

LiDAR
LiDAR 데이터를 통해 취득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상의 목적물을 3D cuboid 형식으로
검출하는 프로세스
이 작업을 통해 공간 인식이 필요한 LiDAR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

02.

2D ↔ 3D
3D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와 연동하여
이미지상의 cuboid를 구현하여 2D 이미지와
비교하며 편리한 어노테이션 작업을 지원

03.

동영상
동영상 상의 차량 또는 차선 등을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진행하는 Annotation
작업의 지원이 가능

다양한 객체의
Annotation
기능

어안 렌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을 제거하여
정확한 Annotation이 가능합니다.

Geometric Rectification

Raw Image 어안렌즈 이미지 혹은 굴절된
이미지는 자동차용 블랙박스

Rectified
Image

가까운 물체일수록 굴절 혹은
왜곡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혹은 Dashcam에서 가장

정확한 Annotation 작업이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필요

이미지

Inverse Transform

Hellodata AUTO는 어안
Data
Annotation 렌즈의 왜곡을 Geometric

Result

Rectification의 Intrinsic
matrix 역변환을 통해 검출된

Rectification 기법을 통해

결과를 반영하여 왜곡을

평활화 한 후 Vehicle Detec-

최소화하여 정확한 결과값을

tion 시작

반영

다양한
Attribution
지원

학습 하고자 하는 각 객체의 방향, 위치, 속성 등 다양한
특징들을 속성 값으로 처리하여 학습 데이터 성능 향상
Ex) 자동차 바퀴 방향, 차량 문, 번호판, 차량바퀴

속성값 입력

Attribution 지원 순서

자율주행에
특화된 기능
지원
라벨링 정보 복사 기능
라벨링 정보 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이전 데이터에서 작업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
빠른 작업 속도와 효율적인 작업 진행 가능

정확한 결과물 추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반려/제출 시스템 과정을 통하여 정확한 결과물을 도출

검수자

작업자

제출
반려

최종 검수자

제출
반려

최종 결과물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실시간 작업 현황 제공을 통하여 효율적인 프로젝트
환경을 제공

전 과정 모니터링 및 관리

클라이언트

AI Annotation

작업자

검수자

비가공 데이터

준가공 데이터

가공 데이터

검수된
가공 데이터

양질의 가공 데이터

프로젝트 관리자가 작업/검수자 현황 및 프로젝트 진행사항을 실시간 관리 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및 통계 현황 제공
작업자 초대와 프로젝트 경과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하여 작업자의 처리량과 프로젝트 완료까지의
일정을 파악
작업/검수자 정보를 파악하여 진행상황에 따라 권한을 유연하게 재할당 및 변경 가능
작업화면에서 이슈/코멘트 기능을 제공하여 실시간으로 작업/검수자와 소통 가능

자율주행
활용 사례
차량

사람

차량, 차선, 상세 차종 (SUV, 세단 등), 키포인트

팔, 다리, 어깨 등 각 관절 부분의 위치를 추적

등의 검출 기능 및 3D Cuboid등 다양한 툴의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

Annotation 작업 제공

표지판

지형지물

표지판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해 AI Annotation

자율주행 시 중요한 지형지물(화살표, 정지선,

으로 인공지능 학습 지원

횡단보도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가공

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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