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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oint clouds acquired by a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also LADAR) system
often contain erroneous points called outliers seeming not to be on physical surfaces, which should be
carefully detected and eliminated before further processing for applications. Particularly in case of
LIDAR systems employing with a Gieger-mode array detector (GmFPA) of high sensitivity, the outlier
ratio is significantly high, which makes existing algorithms often fail to detect the outliers from such a
data se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discriminate outliers from a point cloud with high outlier
ratio acquired by a GmFPA LIDAR system. The underlying assumption of this method is that a
meaningful targe surface occupy at least two adjacent pixels and the ranges from these pixels are
similar. We applied the proposed method to simulated LIDAR data of different point density and outlier
ratio and analyzed the performance according to different thresholds and data properties. Consequently,
we found that the outlier detection probabilities are about 99% in most cases. We also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is robust to data properties and less sensitive to the thresholds. The method will be
effectively utilized for on-line realtime processing and post-processing of GmFPA LIDAR data.

Key Words : LIDAR, Geiger APD, GmFPA, Imaging LIDAR, Flash LIDAR, Outlier Detection,
Noise Reduction, Simulation

요약 : 라이다센서로취득된점군에는실제물리적인표면에존재하지않는이상점이포함되어있다. 이

러한이상점들은활용을위한후속처리를하기전에반드시제거되어야한다. 특히민감도가아주높은가이

거모드검출기를이용하는라이다로취득한데이터는높은비율의이상점을포함하고있다. 이로인해기존

의 알고리즘은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성공적으로 이상점을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가

이거모드 상라이다로획득된높은이상점비율을갖는점군에서이상점을제거하는방법을제안한다. 제

안된방법은의미있는표적의표면은검출기상에서두개이상의이웃픽셀에검출되며, 이러한이웃픽셀들

로부터 출력되는 거리값은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한다. 개발된 제거 기법은 시뮬레이션으로 생성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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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라이다는 표적까지 레이저 펄스의 송수신 시간을 이

용하여 거리를 측정하여 반사지점의 3차원 좌표를 출

력하는시스템이다(Baltsavias, 1999). 표적표면에대

한 조 한 샘플링을 통해 3차원 점군(point cloud)을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이를

이용해주로정 한지형이나도시모델(조우석외, 2003;

Haala and Brenner, 1999; Vosselman, 2002;

Rottensteiner, 2003; Dorninger and Pfeifer, 2008;

Sohn and Dowman, 2008)을생성하며, 고고학에서는

유물/유적지에 대한 정교한 재현(reconstruction)에

많이 사용한다(Alshawabkeh and Haala, 2004.;

Remondino, 2011). 특히, 국방 분야에서는 항공 플랫

폼에 탑재되어 표적을 정찰/감시하거나 송전선과 같은

비행장애물을탐지하는데이용되고있다(Carlsson et al.,

2001; Mills et al., 2010; Jing et al., 2011; Pal et al.,

2001; Navarro-Serment et al., 2010; Gronwall et al.,

2006).

이상점 제거는 라이다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 보다

잘활용되기위한필수적인과정이다. 이상점은레이저

펄스가 표적의 물리적인 표면에서 반사된 위치라고 보

기 어려운 점을 의미한다(문지 외 2005). 보통 이상

점은데이터에서표적에대한인지성(perceivability)과

가시성을떨어뜨린다(Cho et al., 2006). 또한, 통계적

인 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분류(classification), 분

할(segmentation), 탐지(detection) 등의활용알고리

즘결과를왜곡시킨다(Shekhar et al., 2003).

이상점 검출기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점군(point cloud), 웨이블렛(wavelet), 하드웨어 기반

의접근방법들이연구되었다(Fang and Huang, 2004;

Sotoodeh, 2006; Kong et al., 2011). 특히, 점군에서

이상점을검출하고자하는방법들은분포(distribution),

군집(clustering), 도(density) 등에기반한다양한방

법들이개발되었다(Sotoodeh, 2006).

분포기반 방법은 통계분포모델을 이용하여 이상치

(blunder)를추출하며(Hawkins, 1980), 군집기반방법

은 분할(segmentation)과 같은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

용하여 이상점이 아닌 의미 있는 개체를 추출함으로써

노이즈를배제시키는방법이다(Jain et al., 1999). 도

기반방법은한점을기준으로일정한거리내에존재하

는이웃점(neighborhood)들의 도를계산하여이상점

여부를 판별한다(문지 외 2005; Breunig et al.,
2000; Papadimitriou et al., 2003). 그러나이러한방

법들은 여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기에 한계가 있

다(Papadimitriou et al., 2003; Breunig et al.,
2000). 라이다데이터의점분포( 도)는스캐닝패턴과

대상물의 지오메트리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상은 국부적으로도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

완하기 위해 상대적인 점 도에 기반한 기법도 연구되

었지만, 모든점에대해서이웃점들을탐색하기위한공

간연산량이많으며, 알고리즘에사용하는변수(격자간격,

비교범위, 이상점결정을위한임계치등)에다소민감하

다. 웨이블렛 기반의 방법은 WT(wavelet transform)을

기반으로 수신신호의 SNR을 높여 이상점의 발생을 줄

이거나(Fang and Huang, 2004), 상으로 변환하고

Wavelet-based denoising 기법을 적용하여 노이즈를

제거하는기법이다(Akyay, 2008).

위의 기법들은 대부분 소수(1% 이하)의 이상점이 포

함된데이터에적합하도록개발되었다. 그래서Fig. 1과

같이 가이거 모드 검출기(GmAPD, Geiger mode

Avalanche Photodiode)를이용한라이다데이터와같

은이상점비율이높은점군(point cloud)에는적합하지

않다.

수신기로 입사하는 에너지 세기에 비례하는 신호

(full-waveform)를출력하는선형모드검출기(Linear

mode APD)와는 다르게 가이거 모드 검출기는 off 상

태로 있다가 임계치(single photon) 이상의 에너지가

감지될 때 on 상태를 출력한다. 가이거 모드는 선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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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도와 이상점 비율의 모의 데이터에 적용하여 임계값과 데이터 특성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 다. 대부분

의경우에약 99% 이상의이상점검출성능이나타났으며, 데이터특성에강인하고임계값에크게민감하지

않는검출성능을확인하 다. 제안된방법은향후가이거모드라이다데이터의온라인실시간처리또는후

처리에효과적으로활용될것으로판단된다.



드에 비해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오경보(false alarm)

에 의한 이상점이 매우 많이 발생한다(Cho et al.,

2006; O’Brien and Fouche, 2005). 따라서가이거모

드 라이다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이상점 검출기법 개

발이필요하다.

Kong et al. (2011)은 이러한 고비율의 이상점을 제

거하기 위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방법을 개

발하 다. 빔 스플리터(beam splitter)와 두 개의

GmFPA(Geiger mode Focal Plane Array) 검출기를

장착하 다. 그리고동일한표적에대한두검출기의결

과를 AND Gate에 적용시킴으로써 노이즈를 제거하

다. 그러나 검출기의 수신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

문에시스템성능이저하된다는단점이있다.

O’Brien과Fouche (2005)는동일한표적에대해여

러 번의 레이저 펄스(multiple pulse)를 발사하고, 그

결과로 출력된 검출기 픽셀의 거리값들의 최빈값만을

사용함으로써 이상점을 제거하 다. 그러나 이러한 방

법은 라이다 시스템과 표적이 모두 정지된 상태에서만

이가능한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GmFPA 라이다 데이터의 특성을 분

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군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점을

검출할수있는새로운방법을제안하고자한다. 제안된

방법은 하나의 표적은 두 개 이상의 픽셀에서 나타난다

는점과서로이웃하는픽셀들의거리(펄스검출시각)는

유사하다는점에착안하여개발되었다.

2. 이상점검출방법

1) 방법론 개요

하나의레이저펄스송수신으로반응하는GmFPA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ig. 2, Fig. 3). Focal Plane

Array(FPA)를 구성하는 16x16개의 각 픽셀은 광학

상 카메라의 CCD(Charge Coupled Device)와 같이

IFOV(Instantaneous Filed of View)에해당하는입사

에너지에 대해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평소에는 off모드

(Fig. 2에서검은색 픽셀)로대기하고 있으며, 입사광자

량이 검출기상에서 설정된 임계치보다 크면 픽셀은 포

화(saturation)되어 on모드(Fig. 2에서 하얀색 픽셀)를

출력한다. 이때 픽셀에 입사되는 에너지는 표적으로부

터 반사된 레이저 펄스뿐만 아니라 후방산란된 태양에

너지(backscattered sunlight)와 같은 잡음(noise)도

포함한다. 이러한 노이즈 에너지는 오류검출의 원인이

되고, 이는점군(point cloud)에서이상점으로나타난다

(Albota et al., 2002; O’Brien and Fouche, 2005;
Itzler et al., 2010).

FPA상에서 나타나는 이상점 픽셀의 특징은 공간적

인분포와픽셀이가지고있는거리값에서나타난다. 공

간적 분포는 함께 검출된 이웃한 픽셀의 개수로 판단할

수 있다. Fig. 2는 검출기상에서 나타나는 이상점 픽셀

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진(binary) 상이다. 표적에 의

해검출된픽셀은대부분다수의이웃픽셀들이함께검

출된 반면, 이상점 픽셀은 독립적으로 나타나거나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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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s of GmFPA LIDAR data.

(a) 3D Point Cloud with outliers (b) 3D Point Cloud without outliers



(1~2개)의이웃픽셀과함께분포함을알수있다.

Fig. 3은픽셀이검출된시각으로부터계산된거리값

을 이용하여 나타낸 검출기 상이다. 한 표면에 의해

검출된 픽셀들의 거리값은 거의 유사하지만, 이상점 픽

셀의 거리값은 이웃픽셀들의 거리값과 차이가 나는 것

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하면 검출기 상에서 이상점이

아닌 표적점 픽셀들은 다수의 이웃픽셀들과 함께 존재

하며, 유사한 거리값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이상점 픽

셀은 1) 보통단일또는소수의이웃픽셀들과나타나며,

2) 다수의 이웃픽셀들과 함께 검출되더라도 같은 표적

에 의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픽셀 거리값과 상

이하다는사실을알수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이상점픽셀이갖는현상적특

징을 이용하여 기반으로 GmFPA 상에서 나타나는 이

상점을제거하고자한다. 이를위해하나의표적은적어

도 두 개 이상의 픽셀에 의해 검출된다는 점과 픽셀은

이웃픽셀과 동일한 표면에 의해 검출되고 픽셀들의 거

리값들은 유사하다는 가정을 수립하고, 이러한 가정에

기반하여 Fig. 4와 같이 두 단계의 이상점 검출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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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pose method of eliminating outliers.

Fig. 3.  Examples of outliers that can be distinguished by the
difference of ranges.

Fig. 2.  Spatial distribution of outlier pixels in 16x16 APD array (white means the pixels detecting photons and black means the other
cases).

(a) APD array in case that a target is present (b) APD array in case that a target is absent



개발하 다.

먼저 1차 제거 단계에서는 이상점의 공간적 분포 특

성을 이용하여, 검사 대상픽셀의 이웃픽셀의 개수를 임

계개수와 비교하여 이상점을 탐색한다. 임계개수는 대

상픽셀이 이웃픽셀이 아니기 위한 최소 이웃픽셀의 개

수를의미한다. 2차제거단계는1차제거에서표적점으

로 분류된 픽셀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픽셀의 거리값

과 이웃픽셀의 거리 대표값과의 차이를 임계거리와 비

교하여 이상점 여부를 검사한다. 임계거리는 동일한 표

면에 의해 검출된 픽셀들의 거리값의 허용오차를 의미

한다.

2) 1차 제거 방법

1차이상점제거방법은함께검출된이웃픽셀의개수

를 이용한다. 이상점은 독립적이거나 극소수의 이웃픽

셀과함께검출된다는가정으로부터, 1차제거단계에서

는 식 (1)과 같이 함께 검출된 이웃픽셀의 개수(Nnp)가

임계개수(Nth) 보다 작으면 이상점으로 분류한다. 임계

개수는 대상 픽셀이 이상점이 아니기 위한 최소 이웃픽

셀의개수를의미한다.

Nnp < Nth (1)

임계개수는 1차 제거단계에서 이상점 진위를 판단하

는 중요한 변수이다. 임계개수가 높아지면 이상점 검출

율이 높아지지만 이와 동시에 표적점이 이상점으로 오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임계개수가 낮아지

면표적점이이상점으로오분류될가능성은낮아지지만

이상점검출율도함께낮아지게된다.

임계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점 도와

이상점 비율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 기반으로 시뮬

레이션을 수행하여 모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표적점과

이상점의 이웃픽셀 개수를 살펴보았다. 라이다 시뮬레

이션기법에대한설명은3장 2절에서논의된다. Table

1은생성된시뮬레이션데이터분석을통한이상점과표

적점에 대한 이웃픽셀 개수 비율을 보여주는 예시이며,

Fig. 5는 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표적점(inlier)

의 경우 0.08%가 단독으로 존재하며, 대다수가 1개 이

상의 이웃픽셀을 가지고 있다. 이상점의 경우에는 대부

분의 점(94.12%)이 0개 또는 1개의 이웃픽셀을 가지고

있음을확인할수있다.

만약 임계개수를 1로 설정하면, 0.08%의 표적점이
이상점으로오분류되며, 83.19%의이상점을탐지할수
있다. 그러나 10.93%의 이상점은 탐지하지 못한다. 반
면에 임계개수를 2로 설정하면, 94.12%의 이상점을 검
출할수있지만, 약 0.59%의표적점이이상점으로오분
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제거단계에서 정탐지율(이상점을
이상점으로 탐지할 확률)을 90%이상으로 높이고, 오탐
지율(표적점을 이상점으로 잘못 탐지할 확률)은 0.1%
이하로 낮추기 위해, 대상 픽셀을 거리값에 따라 표적
구간과 비표적 구간으로 나누고, 임계개수를 구간별로
각각1개와2개로결정하 다.

라이다 데이터의 픽셀은 거리값에 따라 히스토그램
상에서 표적구간과 비표적구간으로 나눠질 수 있다
(Fig. 6). 표적구간은레이저펄스가후방산란될수있는
표적(사물)의 표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수의 표적점이
분포하는 역이다(Fig. 6에서 파란색 구간). 비표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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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atio of inliers and outliers of the simulated point cloud
according to the number of neighbor pixels.

Table 1. Ratio of inliers and outliers of the simulated point
cloud according to the number of neighbor pixels

No. of neighbor pixels Inlier ratio Outlier ratio

0 0.08 83.19

1 0.51 10.93

2 1.23 1.09

3 2.39 0.44

4 6.14 0.50

5 14.86 0.78

6 3.66 0.20

7 9.24 0.37

8 61.88 2.51

Sum 100 100

No. of neighbor pixels Inlier ratio Outlier ratio



간은 표적이 존재하지 않는 역이며 대부분 검출기에

수신되는신호잡음(noise signal)에의해발생한이상점

이분포해있다(Fig. 6에서자주색구간).

표적/비표적구간을구분할수있는기준(Hcr)은비표

적구간의평균도수값을이용하여계산한다. 비표적구

간의 평균 도수는 라이다 시스템의 오경보율(false

alarm rate)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오경보율은

신호잡음에 의해 이상점이 생성될 확률을 의미하며, 이

는 실제 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결정되는 센서성

능지표이다. 이 지표를 이용하면 반대로 대략적인 이상

점의개수를예측할수있다. 전제데이터에서예측되는

이상점의 개수의 기대값(E(Noutlier))은 펄스반복률

(Rpulse), 촬 시간(t), 픽셀개수(Npixel), 오경보율(Pfar)로

부터 식 (2)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그리고 식 (3)과 같

이이상점의 개수를 히스토그램 구간개수(Nbin)로나누

면, 히스토그램 각 구간별 이상점 개수 기대값이 되고,

여기에 buf(1.5)를곱한값을구간기준(Hcr)으로설정하

다(Fig. 6에서빨간색점선)

E(Noutlier) = Rpulse·t·Npixel·Pfar (2)

Hcr = ·buf (3)

3) 2차 제거 방법

함께 포화된 이웃픽셀의 개수가 임계값보다 크더라

도 여전히 이상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Fig. 7에서와 같이 포화된 픽셀 역의 크기가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이웃픽셀의 거리(range)값과 차이가

크면표적이아닌잡음에의해검출된픽셀이므로, 이는

이상점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2차 이상점 제거의 목적

은 다수의 이웃픽셀과 함께 검출된 이상점을 탐지하여

제거하는것이다.

2차제거방법은이상점이아닌서로이웃한픽셀들은

동일한 표적표면에 의해 검출되며, 따라서 거리값이 유

사하다는점을이용한다. 식 (4)는픽셀거리값을이용한

이상점 제거방법을 표현한 식이다. 검사 대상픽셀의 거

리값(Rp )과 주위의 이웃픽셀 거리 대표값(Rrep)과의 차

이가임계거리(Rth)보다크면이상점으로분류하게된다.

| Rp
_ Rrep | > Rth (4)

이웃픽셀 거리값(Rnp)들의 중간값을 대표값(Rrep)으

로계산한다. Fig. 7에서와같이검출된이웃픽셀중에서

도 이상점 픽셀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픽셀들은

배제시켜야하기때문이다.

Rrep = Median(Rnp) (5)

E(Noutlier)
N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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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istogram of the pixel’s ranges.



임계거리(Rth)은이상점픽셀이아니기위한이웃픽셀과

의 허용거리차이이다. 대상 픽셀과 이웃 픽셀의 거리차

이에대한임계치는식 (6)과같이Line of sight (LOS)

에 따른 인접픽셀간 거리 차이(Rdif)와 픽셀의 거리측정

오차(s)를 고려하 다. 서로 이웃한 픽셀간의 거리차이

는 검출기와 표적표면의 기하학적 관계에 의해 나타난

다. 표면의 기하요소는 표적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지표면을 표적으로 가정하고 Fig. 8과 같이

지표면을 대상으로 검출기 시선방향(LOS)에 따른 이웃

픽셀간 거리를 계산하 다. Fig. 8에서와 같이 검출기

가경사방향으로지표면을바라볼때, 이웃픽셀간거리

(range) 차이는식 (7)과같이계산할수있다. 검출기가

연직아래방향으로 바라보면 시선각 a는 90°이므로 거

리차이 a는 거의 0에 가까워지지만, 시선각이 작아지

면, 그에따른거리차이도증가한다.

Rth = Rdif + s (6)

Rdif = (7)

3. 검증및성능평가

1) 실험개요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GmFPA 라이다 데이터의

이상점 검출을 실험해보았다. Fig. 9는 본 연구에서 수

행한 실험개요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기존의 선행연구

들은 대부분 실측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그러나 이상점 검출은 적용하는 이상점 분포량이나

점 도등의데이터특성에따라성능이달라질수있다

(Breunig et al., 2000). 이에본연구에서는보다합리

적이고객관적인알고리즘성능평가를위해시뮬레이션

으로 생성된 모의 데이터를 이용하 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알고리즘검증실험은다양한표적과시스템변수

에 의해 생성된 모의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적용시킬 수

있다(김성준, 이임평, 2011). 뿐만아니라개별점에대한

이상점 진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성능을 보

다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Breunig et

al., 2000). 자세한내용은다음절에서논의된다.
d

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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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ange difference of the neighbor pixels according to the look-angle of LOS.

Fig. 7. Example of determining the representative range of the neighbor pi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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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utline of experiment.

Fig. 10.  Simulation process of GmFPA LIDAR data.



2) GmFPA 라이다 시뮬레이션

연구는김성준외(2012)이제안한센서모델링에기반

한 GmFPA 라이다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알고

리즘 검증에 이용할 모의 데이터를 생성한다. GmFPA

라이다 시뮬레이션은 다면체(B-rep, boundary

representation) 형태(format)으로 이루어진 3차원 배

경/표적 모델과 라이다 시스템변수를 입력으로 3차원

점군(point cloud)를출력하는것을목적으로개발됐다.

이를위해Fig. 10과같이라이다시스템에대한기하/복

사/검출 모델링을 수행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Fig. 11은 개발된 소프트

웨어를 구성하는 주요 모듈과 입출력데이터의 흐름을

도식화한그림이다.

시뮬레이터의모듈은크게기하/복사/검출모듈로분

류할수있으며, 기하모듈에서는광학기하학(geometric

optics)을 고려한 개별 픽셀에서 표적까지의 거리를 계

산하고(Kim et al., 2009), 이를 시간으로 환산해서 복

사모듈에 전달한다. 복사모듈에서는 전달받은 시간과

수신에너지를계산하여픽셀에입사하는반사파형을생

성하고, 이를검출모듈에전달한다. 마지막으로검출모

듈에서는 가이거 모드 검출기의 특성을 반 한 확률모

델을 이용하여 검출기 픽셀이 광자(photon)에 의해 포

화(saturation)되는시간을모의생성한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두 개의 점군(point clouds)이 생

성된다. 하나는 기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생성된 점군

이며(Fig. 10의 기하모델링에서 마지막 프로세스), 다른

하나는검출모듈에서출력하는점군이다. 전자는순수하

게기하학적인측면에서생성되었지만, 후자는복사학적

측면과검출기의특성이고려되어생성되었기때문에두

점군을비교함으로써노이즈에너지에의해발생한이상

점의진위를분석할수있다(김성준, 이임평, 2011).

3) 모의 데이터 생성

Fig. 12는 입력데이터로 사용하는 배경객체로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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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in modules and data flow of simulation software.



제 서울특별시 등포구 등포동 일부 지역에 대한 모

델이다. 지형은삼각망(TIN)으로이루어져있으며, 건물

은총99,018개의다각형으로구성된B-rep 기반의다면

체 모델로 생성하 다. Fig. 13은 표적객체로 사용한 비

행체의 모습이다. 건물과 마찬가지로 다면체 모델이며,

1,256개의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

경위에표적이약50 m 상공에서정지상태로있다고설

정하 다. 그리고 라이다 시스템은 플랫폼에 탑재되어 1

km 상공에서 연직아래 방향을 바라보고 데이터를 획득

하는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다. Table 2는

시뮬레이션실행을위해결정한주요변수이다.

Fig. 14는 최종적으로 생성된 모의 GmFPA 라이다

데이터를 점군(point cloud)로 가시화한 그림이다. 총

46,928개의 점이 생성되었으며, 점 도는 약 44.51개

/m2(0.22개/m3)로나타났다. 그리고이상점(Fig. 14c에 서녹색점)은11,110개(약23.67%)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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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imulated LIDAR point cloud.

Fig. 12.  3D background image(city model) as the input data
for LIDAR simulation.

Fig. 13.  3D target image (a fighter model) as the input data for
LIDAR simulation.

Table 2.  System parameters and values

System parameter Value

laser mean power 10 W

pulse repetition 25 kHz

data acquisition time 0.1s

no. of pixels 16 x 16

measurement range 900~1,100 m

across range resolution 0.3 m

range error 0.3 m

false alarm rate 1.85%

flight height 1,000 m

look angle 90°

System parameter Value

(d) 3D Point cloud without outliers

(a) 2D Ground plan (x-y axis)

(b) 3D Point cloud color coded
by height

(c) 3D Point cloud color coded
by class



4) 이상점 검출 실험 및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상점 제거 방법을 시뮬레이션
을 통해 생성한 모의 점군에 적용하여 보았다. 식(2)와
식(3)으로부터 계산된 표적/비표적 구간기준은 구간의
크기가 5 m인 거리 히스토그램상에서 444개로 계산되
었으며, 방법론에기술된것과같이기준값보다큰구간
의 픽셀에 대해서는 이웃픽셀의 최소 개수를 1개로, 낮
은 구간에서는 2개로 적용하 다. 라이다 센서가 시선
각이90°인연직아래방향을바라보기때문에서로이웃
한 픽셀들간의 거리임계치는 픽셀의 거리측정오차만이
반 된 0.3 m로 결정하 다. Fig. 15는 결정된 알고리
즘변수를이용하여이상점검출을수행한결과이다. 총
46,928개의점중에서11,731개(약25%)의점을이상점
으로검출하 음을확인하 다. 알고리즘적용후, 데이
터의 이상점 비율은 23.67%에서 0.04%로 줄어들었다.
Fig. 16(a)는 점군을 이상점과 표적점을 구분하여 보여
주는 그림이며, (b)는 이상점을 제거한 후 표적점들의
모습이다.

본연구에서는이상점검출알고리즘결과를보다정
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Type I, type II,

Total 오차율을 계산하 다. 오차율은 이상점에 대한

정분류와 오분류에 의해 결정되며 분류결과는 Table 3

과 같다. Type I은 실제 표적점 중 이상점으로 분류된

오차 비율이며, Type II는 실제 이상점 중 표적점으로

분류된 오차 비율이다. Total은 전체 점에 대해 발생한

오차 비율을 의미한다. 각각의 오차비율을 분석한 결과

Type I은약 1.77%, Type II는약0.13%, Total 오차비

율은약 1.38%로나타났다. 이상점제거알고리즘의성

능은표적점보존율과이상점제거율로분석할수있다.

오차분석을 통해서 제안된 이상점 제거알고리즘은

98.23%의 표적점 보존율(Correctly undetection

probability)과 99.87%의 이상점 제거율(Correctly

detection probability) 성능결과를보여주었다.

5) 검출 성능분석

이상점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분석을 위해 다양한 데

이터 특성(점 도, 이상점 비율)을 갖는 점군에 대해 실

험을 수행하 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점 도와 이상

점 비율이 서로 다른 모의데이터를 각각 6개씩 생성하

고, 여기에 이상점 검출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보았다.

Fig. 16은 라이다 센서 탑재체의 비행고도가 500 m에

서 1 km까지 높아짐에 따른 모의 데이터의 점 도

(point/m3)와이상점검출결과의오차율변화를그래프

로 표현하고 있다. 촬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성된

모의 데이터의 점 도는 점점 감소(1.27~0.28 개/m3)

하며, 점 도가 감소함에 따라 이상점 검출오차율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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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Result of the outlier detection.

(b) 3D point cloud after outlier elimination

(a) Outliers (green) detected by the proposed method

Table 3.  Error Matrix of the detection result

Proposed method

Inlier Outlier

True data
Inlier True 1(35,183) False 1(635)

Outlier False 2(14) True 2(11,096)

Type I (1.77%)

Type II (0.13%)

Total error (1.38%)

Correctly undetection
1 _ Type I(98.23%)probability

Correctly detection 
1 _ Type II(99.87%)probability

S false
S true + S false

false 2
true 2 + false 2

false 1
true 1 + false 1

Proposed method

Inlier Outlier



가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차율의 증가폭이 매우 낮

으며, Total 오차율도2% 이내로나타났다.

Fig. 17은 라이다 센서의 조리개 구경(aperture

diameter)이 8 cm에서 13 cm까지증가함에따른모의

데이터에 포함된 이상점 비율과 이상점 검출결과의 오

차율변화그래프이다. 조리개구경이커짐에따라수신

되는 노이즈 에너지가 증가하여 이상점의 비율이 약

22%에서 40%까지 증가하 다. 그러나 개발된 이상점

검출 알고리즘은 점군 안에 포함된 이상점 비율과는 상

관없이일관성있게높은검출성능을보여주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검출기 픽셀을 이용하여 Geiger

mode FPA 라이다데이터에포함된이상점을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다

양한 점 도와 이상점 비율을 갖는 모의데이터를 생성

하여 제안된 검출 방법에 적용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에

대한검증및성능평가를위한실험을수행하 다.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실제 약 23.67%

의이상점이포함된46,928개의점군에서Total 오차율

이 약 1.38%인 성능을 나타냈다. 특히, 이상점 정분류

효율은약 99.82% (1-type II)로매우높았음을확인하

다. 뿐만아니라다양한특성(점 도, 이상점비율)을

갖는 데이터에서도 높은 검출성능을 발휘함을 알 수 있

었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이상점을 제거방법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화각(FOV)를 유지하면

서, 라이다 시스템과 표적이 거동하는 동안에도 유효하

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측 데이터를 적용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연구

가필요하다.

향후 가이거모드 상 라이다 시스템의 온라인 실시

간처리또는임무수행후지상 상처리SW에효과적

으로적용될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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