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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외 인터넷 포탈을 중심으로 지도와 멀티카메라자료가 서비스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GIS자료를 영상위에 표현하기에는 위치와 자세 정보가 부정확하다. 이에 

GPS/INS를 이용하여 보다 정밀한 위치 자세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GIS자료

를 영상에 투영하였다. 이는 GIS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1. 서론

일반적인 GIS 자료는 벡터형태의 디지

털화된 지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간정

보를 기호로 표현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

은 다양한 공간정보를 표현하고 현실세계

를 모사하기에는 부족하다. 

최근 국내외 포탈을 중심으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하여 항공기 및 차량에 장착

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현실세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장비로 모바일맵핑기술 기반의 장비

를 살펴보고 GIS 데이터와 연계하여 서비

스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기존 장비 및 서비스

실세계를 모사하기 위해서 모바일매핑

기술이 활용된다. 이는 이동체의 위치와 

자세를 결정하는 센서인 GPS/INS, 주행 

거리계, 디지털 방위계등이 사용되며, 지

형지물의 형상과 관련해서는 주로 CCD 카

메라, 레이저 스케너 등이 사용된다. 특

히, 최근에는 전방위 영상 취득용 CCD 카

메라가 출시되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림 1 방  촬 장비. (좌) 

DODECA 2360, (우) Trimble G360

  

  

이들을 이용한 서비스는 해외의 경우 

Google StreetView가 가장 유명하며, 

EveryScape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다음의 로드뷰 서비

스가 있다. 

3. 서비스 방식 개선 방향

이상의 장비를 이용한 서비스는 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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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하지

만, GIS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이들 

영상에 투영하여 보다 현실감 있는 자료

로 시각화하기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단순히 촬영 지점을 GPS를 통

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GPS/INS를 활용

하여 위치 및 자세 정보를 이용, 최종적

인 이미지위에 GIS 자료를 표시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 Applanix사의 POS/LV를 활용

하였고, 일반 수치지도에서 취득한 시설

물의 평면 위치를 카메라의 위치를 기준

으로 3차원 좌표를 부여하여 영상에 표현

할 수 있었다.

그림 2 GIS 데이터와 장 사진

이 결합된 이미지

4. 결론

단순히 촬영한 영상을 지도상에 표시하

고 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GPS/INS를 

이용하여 GIS자료와 함께 보다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다

양한 응용이 가능한 방법으로 상가의 위

치 서비스, UIS 시설물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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