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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영상처리를 이용한 암반 사면의 절리 측정에 관한 연구
Measurement of Rock Slope Joint using 3D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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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PSIS :

Studied accuracy and practical use possibility of joint measurement that using 3D

laser scanner to rock slope. Measured joint of Rock slope and comparison applied 3 dimension laser
scanner and clinometer.
3D laser scanning system preserves on computer calculating to 3 dimension coordinate scaning
laser to object. and according to laser measurement method of interior, produce correct vector
value from charge-coupled device(CCD) or laser reciver and telegram register and time measuring
equipment. Create of object x, y, z point coordinates to 3 dimension space of computer. Such 3
dimension point datum (Point Clouds) forms relocate position informations that exist to practical
space to computer space. Practical numerical values related between each other.
Compared joint distribution and direction that measured by laser scanner and clinometer. By the
result, Distribution of joint projected almost equally. Could get more joint datas by measurement of
3 dimension scanner than measured by clinometer. Therefore, There is effect that objectification of
rock slope investigation data, shortening of investigation periods, investigation reduction of cost.
could know that it is very effective method in joint measuring.
Key words : 3D Laser Scanner, joint measurement, direction, Point datum

1. 서

론

지반조사시 안정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절리 및 단층을 대표적인 불연속면
으로 취급하며 이의 조사에 있어서는 현장암반 강도와 함께 불연속면의 방향성(Orientation) 및 간격
(Spacing)의 측정이 필수적이다.
사면의 절취로 인해 노출된 절취면으로부터 구체적인 절리, 단층 등의 배열을 측정할 수 있으나 이러
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국한된 구간의 노두와 시추
공 정보를 활용하여 방향성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측량기법을 이용한 적절한 측정방법의 개발이 필
요한 실정이다.
기존 측정방법의 대안으로 수치사진측량을 이용한 절리측정 기법이 연구되었다. 유복모 등(1983)은
측량된 3차원 좌표를 이용하여 암반 불연속면의 주향과 경사를 원격으로 측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원리를 제시하였으며, Grade(1992)는 연속사진의 측점을 디지타이징 하여 연결함으로써 불연속면의 3
차원 배열을 측량하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나, 모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
하고 있지는 못하다.
최근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정밀측정 기법에 관한 연구가 몇몇 이루어지고 있다. 정성혁 등(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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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레이저 스캐너와 사친측량을 이용하여 동일한 문화재에 대해 정밀 측정을 실시하여 정확도를 비교하
였으며, 정창엽, 박형동(2003)은 동일 암반사면에 대해 레이저 스캐너와 수치사진측량을 이용하여 대상
사면 일부구간의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추출하여 정밀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 수치사진
측량과 레이저 스캐너의 측정 비교를 통해 거의 근사적인 정확도의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기 연구결과는 국한적인 일부 구간이나 소규모 구조물에 한정된 것으로 대절토 사면의 절리
측정에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 사면에 대해 일반적인 절리측정 방법인 클리노미터
와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대상사면의 안정성 분석을 위한 절리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레이저 스캐너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2. 3차원 레이저 스캐너
3차원 레이져 스캐너는 역설계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도면이 존재하
지 않는 대상물로부터 형상이나 색상 정보를 획득, 2D 또는 3D 도면 제작, 모형제작 등을 함으로써 제
품 생산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최초 기계산업에서부터 발전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레
이저 스캐너 등 측정장비 발달과 측정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다양한 응용분야가 개발되었
다. 선진국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은 수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재 보존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하
여 1999년 스탠포드 대학 등에서 실시한 미켈란젤로 작품에 대한 3차원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가 수행
된 바 있으며, 일본의 도쇼다이지(唐招提寺) 금당에서는 3차원 스캐너를 활용하여 구조의 변형 상태를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한 사례 등이 있다. 한국에서도 경주 남산의 불상에 대한 3차원 데이터 구축 작업
등이 추진된 바 있다.

2.1 3차원 위치정보 측정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3차원 위치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Time-of-Flight 방식과
Triangulation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절리 정보의 추출에 사용된 Time-of-Flight 방식
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Time-of-Flight 방식은 레이져 주사부, 수신부, 시간측정치로 구성되며, 레이져를 수신한 후, 시간차
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한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Time-of-Flight 방식의 레이저 거리 검출 원리는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펄스 형태의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수신 신호까지의 왕복 시간을 측정함으
로써 전방 물체와의 거리를 구하는 방식(Time of Arrival)을 사용한다.
시간 T에 따른 빛의 이동거리는 광속을 이용하여 구 할 수 있다. 그 수식은 다음과 같다.
(1)

   ･
8

여기서, C=3×10 m/s이며, 레이저 레이터의 송수신부와 전방 물체와의 거리를 R이라고 할 때, Δ 는
송신 펄스와 수신 펄스간의 시간차이다. 이 시간은 빛이 전방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왕복 시간이
므로, 전방 물체와의 거리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
 

(2)



앞에서 설명된 원리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시스템의 구성을 그림 3.2에 나타내었다.
송광부에서는 레이저 다이오드 드라이버로 레이저 다이오드를 구동하여 펄스형태의 레이저를 송광한다.
수광부에서는 송광한 레이저가 반사체로부터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신호는 매우 미약하므로, 프레넬 렌
즈를 통과시킨 후 수광한다. 이 신호를 증폭하고 기준 신호와 비교한 후 논리 레벨의 신호로 전환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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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리플롭을 이용하여 송신 신호와 처리된 수신 신호를 그에 해당하는 시간차만큼의 펄스 폭으로 전
환한다. 이 펄스 폭만큼 카운터를 구동시켜 펄스 폭에 해당하는 값을 식 3.2의 환산식에 의해 거리로
변환한다.

그림 1. Time-to-Flight 방식의 거리 검출 원리

그림 2. 레이저를 이용한 거리 측정기의 구성

Time-of-Flight 방식은 일반적인 측정시 5mm 정도, 정밀 측정시에는 1m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며,
시간차를 이용하는 특성상 가까운 거리에서 정밀도가 다소 저하되는 특성이 있다.
Triangulation 방식은 레이저를 목표물에 주사한 후 CCD camera를 사용하여 목표물의 레이저 점
(laser spot)을 기록한다. 이때 레이저 점의 위치와 내부적으로 기록된 레이저 빔의 주사각도, 레이저
주사부와 CCD camera의 거리(Base)에 의해 기하학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며 다음 식 (2)로 나타낼 수
있다.

2.2 3차원 영상데이터 추출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획득된 자료들은 3차원 영상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사면에 대
한 자료를 필터링하여 현장실사와 거의 동일한 자료를 도출한다.
3차원 영상처리 프로그램은 3차원 스캐너로부터 점군데이터 또는 폴리곤 매수 데이터를 입력받고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많은 운용과정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3차원 영상화 프로그램은 기
존 리버스 엔지니어링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며, 3D 레이저 스캐닝 작업 후 취득된 점데이터(Point
Clouds)를 자동 삼각화, 정렬, 병합하여 폴리곤 모델을 생성함으로써 절리면의 좌표변환 및 좌표값들의
평균값을 가지는 절리면을 구성, 절리데이터를 얻게 된다.
절리데이터의 획득 과정은 Scan Data를 도북좌표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것으로 좌표변환방법은 주향/경사
(strike/dip)를 측정하고 해당 절취면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부분의 스캔데이터를 선택하여 트랜스폼을 실행
하면 선택한 영역이 입력한 주향/경사(Strike/Dip) 값을 가지도록 변환하는 것이다. 좌표변환 후 필터링 과
정에서 원시점테이터로부터 불필요한 점데이터를 삭제하고 점군의 수를 최적화시켜 폴리곤 모델을 생성하
고 이를 이용하여 3차원 모델링을 마들게 된다.
3차원 모델링을 마친 후 불연속면을 정의하고, 정의된 불연속면을 확장하는 확장면을 구성여 절리정보를
획득하고 획득된 절리정보를 스테레오네트에 투영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비적인 안정성을 평가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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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절리데이터 추출과정

3. 현장 절리측정
3.1 실험방법
실험대상은 토석채취에 의해 발생된 절취사면으로 사면의 높이는 최대 130m, 사면의 연장은 200m로
경사방향은 N36W, 경사는 65NE이며, 절취된 절토면의 주경사는 65ﾟ~75ﾟ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사
면 높이의 1/3 지점에서 절리틈 사이로 유출수가 관찰되었으며, 중앙부에서 좌측으로 절리발달에 의한
연속적인 소규모 암탈락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절리의 발달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절리측정을
위한 실험적 여건이 구비되어 있다.

그림 4. 실험 대상사면
본 연구에 사용된 Time-of-Flight 방식은 무 타켓 토탈스테이션을 자동화한 측량기법의 일종으로 측
량할 범위를 결정하고 측량할 간격을 설정하면 3차원 레이저 스캐너가 초당 3,000 회의 레이저를 주사
하여 자동으로 측량을 실행한다. 또한 햇빛이나 그림자에 의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체사면을 30~50mm 범위에서 스캐닝을 실시하며 정밀조사구간에 대해서는 5~10mm 범위 내에서 정
밀측정이 가능하다. 레이져의 크기(Spot Size)는 100m를 기준으로 할 때 3.2mm이며 본 연구에서는
50m 거리에서 2구간으로 나누어 절리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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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aser scanner 제원
제 원
Scanning Range

GS100/MENSI
100m/150m max

Scanning Speed

3000pts/s

Position Accuracy

3mm/1mm

Angle Accuracy
Field of view
Spot Size

32μrd/0.0018°
360°(H)×60°(V)
8mm/optimal range
그림 5. Laser Scanner System

3.2 절리데이터 추출
대상사면을 스캐닝하여 얻어낸 3차원 좌표값을 갖는 점군데이터(Point clouds)를 3DSD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불필요한 데이터는 삭제(Filtering)하고, 각 위치(View Point)에서 스캐닝한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 상호기준점을 선정(Registera tion)하여 하나의 구조체(Object)로 형성(Merging)시켰다. 이 과정에
서 불필요한 일부 점데이터를 필터링하였으며, 점데이터군을 상호연결(Polygon)하여 삼각망을 구성한
후 면으로 처리한 다음 실제치수를 가지는 입체영상(3D Modeling)으로 재현하였다.
입체영상을 재현한 후, 측정하고자 하는 절리면의 상대좌표값을 절대좌표값으로 변환하여 좌표값들의
평균값을 갖는 평면으로 구성하여 얻고자 하는 절리면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절리 데이
터의 획득이 가능한 것은 절리면을 이루는 각각의 점데이터가 3차원 좌표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절리면을 이루는 점군데이터의 평균값을 갖는 면의 형성에 의한 오차는 균일하게 배분되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림 7은 이러한 일련의 절리데이터의 추출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이며, 클리노미
터 측정치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6. 클리노미터를 이용한 절리 데이터 획득

그림 7. 3차원 모델링을 이용한 절리 데이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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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결과 및 고찰
4.1 절리 데이터
3차원 레이져 스캐너를 이용하여 획득한 3차원 좌표값의 정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클리노
미터를 이용하여 절리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사면의 Cutting Face의 경사방향은 65/054(Dip/Dip Direction)이며, 클리노미터로 측정된 절
리 데이터는 그림 9(a)와 같이 총 28개의 절리 데이터를 측정하였으며,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절리 데
이터는 그림 9(b)와 같이 총 40개로 대표적인 절리만을 선별하여 3차원 영상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a)클리노미터 측정 결과

(b)레이저 스캐너 측정 결과

그림 8. 절리 데이터 측정 결과

4.2 절리측정 비교
비교는 Contour plot과 Rosette Disagram을 비교하여 절리 분포 및 주절리군의 방향성을 비교하였다.
Contour plot의 비교결과 절리의 분포는 거의 동일하게 투영되었으며,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한 결과에서
다수 절리의 획득으로 Clinometer로 측정한 부분보다 더 많은 붕괴 가능성이 내재된 절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현장 관측시 예측되는 전도파괴, 쐐기파괴 및 평면파괴의 양상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현장 조사
시 여건상 측정할 수 없었던 절리들을 측정할 수 있어 절리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Rosette Diagram은 측정 자료를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간격으로 100~360ﾟ방향에
대해 측정량을 원주상으로 표시하여 우세한 불연속면군을 식별할 수 있으며, 빈도가 높은 그룹은 과장되어
표시되고 낮은 빈도의 그룹은 축소되어 표시된다. 입체 투영망으로 비교 결과, 주절리의 방향은 N61ﾟ~66ﾟ
W와 N19ﾟ~55ﾟE이며 주 절리군의 경사차가 최대 3ﾟ~4ﾟ로 우세한 절리군의 방향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며, 빈도 차이가 발생한 불연속면군은 3차원 스캐너의 절리 데이터의 수가 많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더
정확한 빈도를 표현할 수 있었다.
3차원 레이져 스캐너를 이용하면 암반사면조사 자료의 객관화, 조사기간의 단축, 조사 경비 절감등의
효과가 있으며, 암반사면의 근접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하고 조사자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어 절리측정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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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ometer

3D Laser Scanner

그림 9. Pole Plot 결과

Clinometer

3D Laser Scanner

그림 10. Contour Plot 결과

Clinometer

3D Laser Scanner

그림 11. Rosette Diagram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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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절토암반사면을 대상으로 절리 측정을 위해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절리측정
의 정확성 및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기존 절리측정은 국한된 구간의 노두와 시추공 정보 등을 활용하여 방향성을 고려하므로 제한적인 결과만 획
득할 수 있었다. 최근 레이저 스캐너의 정밀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나, 이 또한 국한된 일부구간에서 진행
되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다량의 절리 데이터를 단 시간에 획득할 수 있었으며 정확한
절리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다. 입체 투영망으로 비교 결과, 주절리의 방향은 N61ﾟ~66ﾟW와 N19ﾟ~55ﾟE
이며 주 절리군의 경사차가 최대 3ﾟ~4ﾟ로 우세한 절리군의 방향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빈도 차이
가 발생한 불연속면군은 3차원 스캐너의 절리 데이터의 수가 많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더 정확한 빈도를 표
현할 수 있었다. 3D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시 암반사면조사 자료의 객관화, 조사기간의 단축, 조사･경비･절감 등
의 효과가 있으며, 암반사면의 근접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가 가능하고 조사자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어
절리측정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3D 레이저 스캐너의 정확성 및 추출된 정보의 객관성의 확보로 기존 절리측정의 단점을 보안할 수 있을 것이
며 레이저 스캐닝 체계를 접목하여 보다 다양한 측정방법의 개발 및 보강, 설계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 절리 측정 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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