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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rrestrial LiDAR data contains outliers which do not need in processing purpose. That is 

inefficient in the aspect of productivity. These noise requires manual process to be removed, which 

causes inefficiency in aspect of productiv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monstrate a 

possibility of automatic outlier removal of LiDAR data using 3D Tensor Voting method. For this, 

we presented in this article about the procedure to perform the application of Tensor Voting 

algorithm to the real data from terrestrial LiDAR.

1. 서 론

가상의 3차원 지도서비스에 한 필요성과 더불어 3차원 도시모델링의 방법으로 지상

이 스캐 의 보 이 늘어나고 있다. 3차원 지상 이 스캐 로부터 취득되는 포인트클라우

드 자료는 매우 정확한 3차원 좌표값을 포함하며 취득방법과 시간도 효율 이어서 건설 장

에서의 시공 모니터링, 실시간 건설도면 작성 등 토목분야에서 한 그 활용성에 한 연구

가 활발하다. 그러나 지상라이다로부터 취득된 자료는 취득 목 에 부합되지 않은 노이즈

(outlier)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거하기 한 수동 인 후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생산

성, 경제성 측면에서 비효율 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 인 노이즈 제거를 해 최근 컴퓨

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텐서보  기법을 분석하 다. 텐서보  기법은 노이즈

가 섞인 불규칙  분포의 공간 자료 는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개체의 형태를 도출하기 

한 방법이다.

2. 본 론

노이즈 처리에 한 연구는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의 메쉬구조 생성과 구조모델링 등으

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 부분의 방법들은 작은 조각상처럼 은 용량의 자료를 처리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형 토목구조물이나 건축물과 같은 방 한 용량의 자료를 처

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반해서 텐서보  기법은 비반복 (non-iterative)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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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치(threshold)에 한 설정이 필요 없으며, 자유 라미터만을 사용하는 벡터기반 

임워크로서 지상라이다 자료 처리에도 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1 Tensor Voting

텐서보  과정은 크게 입력 자료를 텐서 형태로 변환하기 한 텐서계산과 텐서 간 상

호작용을 한 선형 텐서보  과정으로 구성된다. 입력 자료인 지상라이다 포인트클라우드

는 각각의 치에서 이웃하는 자료들에 자신의 정보를 달하는데, 그 정보는 텐서로 부호

화되고 정의된 보 역(Voting Field)에 의해 패턴구조가 결정된다. 따라서 각각의 치에

서 수집된 정보는 보 역 내에서 모든 표결(Vote)에 캐스트(cast)되고 각각의 특징 인 형

태를 인식하기 한 텐서의 고유값(eigenvalue)을 이용한 Saliency map을 만든다. 상이 

되는 특징(Junction, Curve, Surface)에 한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다. [그림 1]은 텐서보  

과정을 나타낸다.

[그림 1]  Tensor Voting 과정

여기서 입력 자료들(points)은 텐서로서 변환을 한 텐서토큰으로 부호화 되고 정해진 

역 내에서 인 하는 정보들의 달, 즉 보 을 통하여 정교한 텐서로 다듬어 진다. 이 게 

2단계의 텐서보 을 거쳐 세 가지 형태의 텐서로 분류되며, 이는 교차 , 곡선, 표면으로서

의 정보를 의미한다.

2.2 텐서 변환

각각의 토큰, 즉 모든 자료는 3x3 칭행렬로 표 되며 이는 3차원 텐서로의 부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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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이는 타원체로 표 될 수 있는데 [그림 2]의 l1, l2, l3은 타원의 크기를 정의하는 

고유값(eigenvalue)이고 각각의 e는 타원의 방 정보를 나타내는 고유벡터(eigenvector)이다. 

이들에 의해 텐서값은 다음 식과 같이 S로 표 된다.

  
 

 


[그림 2]  텐서 타원체

2.3 3차원 보

텐서토큰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보  과정에 의해 수행되는데 이웃한 토큰의 크기, 모양, 

거리, 방 들은 각 토큰들의 특성에 맞게 정의된 보  커 들로 각각 캡슐화되어 장되며, 

여기서 표면 정보의 경우 Stick Voting Field로 장된다. 이러한 커 들은 단일 라미터인 

σ에 의해 생성되고 보  방 는 [그림 3]과 같이 주변 텐서까지의 가장 부드러운 곡선의 연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 3]  Vote Generation

[그림 3]의 계도로부터 Saliency Decay Function은 아래 식과 같으며, 표면정보를 

한 보  커 은 맨 아래 식으로부터 구한다.

    
 


  








 ′     

이 게 최종으로 결정된 텐서들로부터 표면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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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는 3차원 지상라이다 자료의 노이즈 처리를 해서,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텐서보  기법을 분석하 다. 텐서보  기법은 노이즈가 섞인 불규칙  분포

의 공간 자료 는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개체의 형태를 도출하기 한 방법이다. 텐서보

은 입력자료를 벡터기반의 텐서로 변환하고 임의 역 내에 주변 텐서들 사이의 보 과정

을 통해 비슷한 속성을 가진 텐서형태를 지지하여 특징을 추출한다. 지상라이다 자료의 노

이즈를 효과 으로 제거하기 해서는 보 역을 지정하는 합한 라미터 결정을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를 통해 텐서보  기법을 실제 지상라이다 자료에 용

하여 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최 의 라미터를 추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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