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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2D 라이다를 이용해서 포트홀을 검출하는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의 포트홀을 검출하는 방법에는 진

동, 3D 복원, 영상, 명암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 있다. 제안하는 포트홀 검출 시스템은  저가형 LiDAR 두 개를 이용하여 포트홀 검출 

성능을 개선한다.  포트홀 검출 알고리즘은 LiDAR를 통해 얻은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과정, 시각화를 위한 클

러스터링과 선분추출, 포트홀 검출을 위한 기울기 함수를 구하는 단계로 나뉜다. 기울기 함수를  통해 추출된 데이터의 특징점을 

찾아내어 포트홀 여부를 검사하고 포트홀의 깊이와 폭을 측정한다. 2개의 라이다를 활용한 포트홀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고, 라이

다 장치를 이동하면서 포트홀을 검출함으로써 2D LiDAR를 이용한 3차원 포트홀 검출 시스템의 성능을 보인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pothole detection system using 2D LiDAR and a pothole detection algorithm. Conventional pothole detection 
methods can be divided into vibration-based method, 3D reconstruction method, and vision-based method. Proposed pothole detection 
system uses two inexpensive 2D LiDARs and improves pothole detection performance. Pothole detection algorithm is divided into 
preprocessing for noise reduction, clustering and line extraction for visualization, and gradient function for pothole decision. By using 
gradient of distance data function, we check the existence of a pothole and measure the depth and width of the pothole. The pothole 
detection system is developed using two LiDARs, and the 3D pothole detection performance is shown by detecting a pothole with moving 
LiD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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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폭설 등 이상기후로 포트홀

(Pot Hole)의 발생이 급증하여 교통안전과 도로손상에 큰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차량파손 및 사고유발 등 사회

적 문제를 유발시켜 사회적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에 포트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트홀 자동탐지 기법

들이 연구되고 있다.
포트홀은 도로가 파손되어 냄비처럼 생긴 구멍이 파인곳을 

말하며, 최소 길이는 15 cm에 해당한다[1]. 포트홀을 검출하는 

방법에는 진동, 3D 복원, 영상을 기반으로 한 방법이 있다[2]. 
진동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동차가 포트홀을 지날 때 감지되는 

진동으로 포트홀을 판단한다[3]. 하지만 도로의 연결 부분, 센
서를 직접 접촉하는 경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접근법이 아니

다. 3D 복원은 고사양 고비용의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혹은 레이져 스캐너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

서 비효율적인 방법이다[4]. 영상을 이용한 방법은 영상을 획득

하고 분석함으로써 포트홀을 검출하는데, 이 방법은 그림자, 노
면패치 등 유사한 형태의 노이즈들로 인해 영상을 이용한 포트

홀 인식에 어려움이 많다[5]-[7]. 기존의 명암기반의 포트홀의 

재질 특성을 이용한 많은 연구는 높은 탐지율 성과를 이루었지

만 여전히 다양한 노이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D 라이다는 주로 이동 로봇의 실내 지도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8]. 본 논문에서는 비용, 효율성, 데이터의 정확성을 기대

할 수 있는 2D 라이다를 이용해서 포트홀을 검출하는 알고리즘

과 시스템을 개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는 2D 라이다기반 포트홀 검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3장에서

는 2D 라이다 2개를 활용한 포트홀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고 포

트홀 검출 성능을 보인다. 더불어, 이동 중 포트홀을 검출하여 3
차원 포트홀 정보를 추출하는 성능을 실험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라이다기반 포트홀 검출 알고리즘

 우선 그림 1의 포트홀 검출 모델을 고려한다. 사각형 형태의 

포트홀을 지면으로부터 1 m 높이에 위치한 2D 라이다를 활용

하여 수직으로 스캔한다. 제안하는 포트홀 검출 알고리즘은 다

음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2D 라이다를 통해 얻은 데

이터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링 단계, 두 번째는 라이다 센

서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부터 클러스터링을 통해 선분

을 추출하는 단계, 세 번째는 선분함수의 1차 미분을 통한 기울

기 함수를 구하는 단계, 네번째는 기울기 함수의 특징점을 찾아

서 포트홀 여부를 판단하고 포트홀의 폭과 깊이 정보를 추출하

는 단계이다.

2-1 필터링

2차원 라이다를 이용하여 지면을 스캔하였을 경우 그림 1 형
태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극좌표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1)

여기에서 은 n번째 거리값, 은 n번째 측정에러 값, 은 n
번째 각도이며 거리값 측정은 min ≤≤max에 대해서 이
루어진다. 라이다를 통해 측정된 거리 포인트 집합 R은 노이즈
를 포함하고 있다. 라이다는 레이저 펄스를 쏘고 반사되어 돌
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반사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즉 도로위에 투명한 유리, 페트병 등 반사되지 않고 투과하거
나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물체가 있을 경우 데이터에 노이즈
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저렴한 라이다의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 클러스터링과 
선분추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측정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
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2는 라이다 데이터에 대한 중간값 필터의 결과를 보인
다.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2D 라이다를 통해 같은 구간에 

그림 1. 포트홀 검출 모델

Fig. 1 Pothole detection model

그림 2. 라이다 데이터에 대한 중간값 필터

Fig. 2 Median filtering about LiDA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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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여러 번 스캔을 진행하여 충분히 비교 가능한 데이터 집
합을 구한다. 다음으로 중간값 필터 (median filter)를 사용하
여 노이즈를 제거한다. 영상처리에서 사용되는 중간값 필터는 
이미지 내에서 영역을 설정하고 그 영역 내의 픽셀 값들을 모
두 같게 만드는 과정이다.  중간값 필터의 장점은 잡음의 크기
가 특정 화소에서 강하게 나타날 경우 효과적으로 제거가 가
능하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2D 라이다 데이터는 유효 데이
터와 노이즈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메디안 필터가 노
이즈 제거에 효과적이다.

2-2 선분 추출

노이즈를 제거한 후 포인트 데이터를 직각좌표의 형태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다.

    ⋯ (2)

여기에서     cossin은 n번째 좌표값
에 해당한다. 노이즈를 제거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 클러
스터링 알고리즘 중 하나인 ABD (Adaptive Breakpoint 
Detector) 알고리즘을 사용한다[9]. 그림 3은 ABD 알고리즘을 
보인다. 이웃하는 두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적절한 임
계값(threshold)을 통해 브레이크 포인트를 구하면 라이다 센서
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군집할 수 있다. 하지만 임계값
이 변하지 않는 고정 값이라면 포인트가 모여 있는 일정거리에
서는 적절하게 동작하겠지만 장애물의 거리가 충분히 멀어지
게 되면 하나의 물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서로 다른 클러스터
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거리에 따라 임계값이 변하는 
유동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림 3과 같이 ABD 알고리즘
은 Dmax에 따라 클러스터링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

max ∙sin∆
sin∆

 (3)

여기에서 이 적거나 이 클수록 클러스터링의 영향 범

위는 넓게 분포된다. ABD 알고리즘에서 ∥∥값이 

max 값보다 큰 경우 과  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된다. 이 경우  ~  의 포인트 들은 하나의 클러스터

로 취급된다.

다음으로 ABD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분류된 각각의 클러스
터링에 IEPF (Iterative End-Point Fit)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선
분을 추출한다 [6]. 그림 4는 IEPF 알고리즘을 보인다. IEPF 알
고리즘은 각 클러스터의 처음 점과 끝 점에 선분을 연결한다. 

그리고 선분과 가장 길이가 큰 수직거리 을 찾고 ≥max

인 경우 값은 갱신되고 선분은 두 부분으로 분리된다. 새롭
게 생성된 선분은 위의 과정을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클러스터 
데이터 집합의 모든 점을 선분으로 연결할 수 있고 스캔한 포
트홀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

    ⋯ (4)

그림 3. 적응형 중지점 검출기

Fig. 3 Adaptive breakpoint detector

그림 4. IEPF 알고리즘을 이용한 선분 추출

Fig. 4 Line extraction using IEPF algorithm

그림 5. 포트홀 선분 함수의 기울기 함수

Fig. 5 Gradient function of pothole lin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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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은 n번째 선분이며 은 선분의 개수를 의미한

다.

2-3 포트홀 검출

노이즈 제거를 위한 필터링 과정과 선분 추출 과정을 거쳐 
클러스터 데이터 함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추출된 선분을 연
결한 데이터 함수의 x축 변화율에 대한 y축 변화율을 구한 기울
기 함수를 아래와 같이 구한다.

      ⋯ (5)

다음으로 기울기 함수를 구한 후 ≻max인 경우 포트
홀의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의 경우 포트홀 측정 
데이터로부터 선분 추출 과정을 거친 후 구해진 기울기 함수를 
보인다. 

포트홀이 존재하는 경우 ≻max은 포트홀에 해당하는 
선분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며 포트홀에 해당하는 k-번째 선분
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기준값 max를 초과하는 변화율이 발생
한다면 포트홀의 폭과 깊이는 아래와 같이 구해진다.

  ∥∥ (6)
  maxmin  (7)

여기에서 는 k-번째 선분의 길이, 은 의 첫 번째 포인트, 

은 의  마지막 포인트에 해당한다. max 은 포트홀 선
분의 y의 평균값, min 은 도로 선분의 y의 평균값을 의미
한다.

Ⅲ. 라이다기반 포트홀 검출 시스템

2D 라이다를 활용하여 구성한 실제 시스템은 그림 6과 같다. 
2D 라이다는 Slamtec사의 RPLIDAR를 이용하였으며, 

RPLIDAR는 초당 5.5회 회전하며 각도 분해능은  에 해당한

다. 라이다는 지면으로부터   위에 수직으로 위치하며, 두 개

의 라이다는 서로 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구성하였다. 라이

다를 이용하여 측정할 도로의 폭은  , 포트홀은 

××의 크기를 가정하였다. 
각각의 라이다는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PWM (pulse-width 

modulation) 방식으로 제어하며 시리얼 통신을 통해 거리, 각도, 
정확도 등의 정보를 받는다. 아두이노는 측정값을 받아 신뢰할 

수 없는 거리와 각도 정보를 제거하고 시리얼 통신을 통해 PC
로 보내진다. 라이다는 지면에 수직하게 스캐닝 하면서 거리 및 

각도 정보를 구하기 때문에 포트홀이 없는 경우 기울기 값의 급

격한 변화가 없지만 포트홀이 존재하는 경우 기울기 값의 급격

그림 6. 2D 라이다 기반 포트홀 검출 시스템

Fig. 6 2D Lidar based pothole detection system

그림 7. 한 개의 라이다를 이용한 포트홀 검출 시스템의 상대 

오차

Fig. 7 Relative error of pothole detection system with 
one LiDAR

그림 8. IEPF 알고리즘을 이용한 선분 추출

Fig. 8 Line segment extaction using IEPF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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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포트홀의 양 끝점

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7은 1 개의  라이다를 사용하여 포트홀 검출하고자 하

는 경우 포트홀의 폭과 깊이 정보에 대한 상대오차값을 보여준

다. 1 개의 라이다를 사용하는 경우 중앙으로부터 1.5m까지는 

LiDAR의 오차범위 내에서 에러가 발생하지만 1.5m를 벗어나

는 경우 LiDAR의 시야각으로 인해 측정한 거리 정보가 부정확

한 값임을 보인다. 포토홀의 폭(W)의 경우 상대오차(η)는 다음

과 같이 구해진다.

  

  (8)

 다음으로, 측정 범위를 확대하고 포트홀 측정 오차를 줄이

기 위해 2개의 라이다를 이용한 포트홀 검출 시스템을 구성하

였다. 차선의 중앙에 포트홀을 위치시키고 2개의 라이다 기반 

포트홀 검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포트홀을 검출하는 경우 그림 

8과 같이 IEPF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선분 추출을 할 수 있다. 

중앙에 위치한 포트홀을 사선에서 측정하는 경우 포트홀의 

한쪽 면에 대한 거리 측정과 선분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두 개의 라이다 정보를 결합시킴으로써 넓은 구간에 대

해 정확한 포트홀 검출과 포트홀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 그림 9
는 두 개의 라이다를 활용한 포트홀 검출 시스템의 상대오차값

을 보인다. 두 개의 라이다 기반 포트홀 검출 시스템이 도로의 

폭   구간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라이다 기반 포트홀 검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동 

중 3차원 포트홀의 검출 및 정보 구현을 진행하였다. RPLIDAR
의 경우 초당 5.5회 회전을 하기 때문에 고속으로 이동하며 포

트홀을 검출할 수 없지만 이동 중 포트홀 검출 가능성을 보인

다. 그림 10은 이동체가 2.7 km/h 의 속도로 이동하며 측정하는 

경우 검출된 포트홀의 형태를 보인다. 저가형 2D 라이다의 경

우 보행 속도에서 3차원 형태의 포트홀 검출이 가능하며 에러

율은 증가함을 보인다. 
2D 라이다를 이동하며 포트홀 데이터 측정 및 포트홀 검출

을 통해 3차원 형태의 포트홀을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포트홀 검출 시스템의 이동 속도에 따른 포트홀 검출시스템의 

상대 오차값을 그림 11에서 보인다. 1.08 km/h로 이동시 길이 

에러는 20%, 2.7 km/h로 이동시 길이 에러는 50%로 증가함을 

보인다. 반면에, 폭과 깊이 정보는 에러율의 변동이 없다. 이동 

속도가 증가할수록 포트홀의 검출이 어려워지고 측정된 포트

홀 정보의 오차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D LiDAR를 이용해  도로노면을 스캐닝하
여 포트홀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시스템을 구현하
였다. 제안된 포트홀 알고리즘은 2D 라이다를 통해서 얻은 데
이터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링 단계, 포인트 클라우드 데
이터로부터 클러스터링을 통해 선분을 추출하는 단계, 선분함
수의 1차 미분을 통해 기울기 함수를 구하는 단계, 기울기 함수

그림 9. 두 개의 라이다를 이용한 포트홀 검출 시스템의 상대 

오차

Fig. 9 Relative error of pothole detection system with 
two LiDAR

그림 10. 2.7km/h의 속도로 이동중 포트홀 검출

Fig. 10 Pothole detection when moving with velocity 2.7 
km/h

그림 11. 속도별 포트홀 검출 시스템의 상대 오차

Fig. 11 Relative error of pothole detection system with 
various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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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점을 찾아서 포트홀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포트홀의 
폭과 깊이 정보를 추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다음으로, 
2D 라이다 2개를 결합하여 포트홀 검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1개의 라이다를 이용한 시스템보다 포트홀의 폭과 깊이 정보
에 대한 상대오차가 우수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이동중 포
트홀 검출 실험을 통해 3차원 포트홀 검출 및 정보 추출이 가능
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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