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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Cloud Classification Method for Mountainou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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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no generalized and systematic method yet to data pre-processing for point cloud data 

classification even if there have been lots of previous studies such as local maxima filter, 

morphology filter, slope based filter and so on.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present classification 

method for bare ground information from LiDAR data for the mountainou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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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실세계에 한 정확한 정보를 효율 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노력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2차원 평면정보를 넘어서 다양한 센서로부터 량의 3

차원 정보를 취득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취득된 정

보처리를 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3차원 공간정보의 활용분야  활용사례가 증가

하면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시 필수 으로 사용되는 DEM(Digital Elevation Model)과 같은 

지형에 한 정 한 3차원 정보의 필요성  요성이 두되고 있다. 

최근 3차원 정보취득에 활용되고 있는 LiDAR 시스템은 량의 자료를 직 으로 취득

할 수 있으며 반사강도정보  다 반사정보 등을 부가 으로 취득하는 등의 장 이 있으나  

객체의 3차원 정보를 불규칙한 군 형태로 취득될 뿐만 아니라 순수한 지면정보를 취득하

기 해서는 자료의 체계 인 분류  상기하학  분할이 필수 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LiDAR 군자료로부터 순수한 지면정보를 추출하기 한 자료 분류 알

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하 다. 특히 일정 지역 안에서 표고차를 악하는 국지  최 값 필

터와 동질성  인 성에 의하여 유사한 정보를 군집화 하는 역확장법을 목하여 자료분

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하 다.

2. 연구내용

개발된 알고리즘 용을 한 상지역은 산림지형의 기복, 수목  주변 건축물에 따른 

제안된 알고리즘 용결과의 확인을 하여 크고 작은 건물과 기복이 있는 구릉지가 포함된 

지역을 연구 상지역으로 선정하 으며 사용된 LiDAR 자료는 ALTM 3070(Optech,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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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취득되었으며 체 포인트 갯수는 총 51,491개로 약 2포인트/㎡의 도로 취득되었

다. 한 개발된 알고리즘은 상지역을 국소지역으로 구분하여 가상격자를 생성한 후 역

확장법에 의하여 1차 으로 비지면 을 분류하고 국소지역내의 들의 경사로를 검토함으로

써 2차 으로 비지면 을 분류함으로써 최종 인 상지역에 한 지면   비지면 을 분

류하 다. 

  

3. 알고리즘 용결과  결론

본 연구에서는 LiDAR 군자료로부터 인공  자연지물이 제거된 순수한 지면정보를 

추출하기 한 자료 분류 알고리즘을 제시하 으며 알고리즘 용결과를 국지  최 값 필

터의 용결과와 비교하 다. 정성  분석결과 제안된 분류 알고리즘은 필터의 크기  지

형기복에 따라 분류 정확도가 달라지는 국지  최 값 필터에 비하여 지형의 기복  수목

이나 건물과 같은 주변환경을 비교  정확하게 반 하여 분류하 으며 Cross 

Matrix(Sithole 등, 2003)에 의한 정확도 분석결과 95%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한 

분류 결과를 이용하여 DEM을 생성하고 수작업으로 분류/제작된 DEM과 오차를 분석한 결

과에서도 국지  최 값 필터를 용한 결과에 비하여 매우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 기존 국

지  최 값 필터에 의한 자료분류 기법에 비하여 정확도 면에서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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