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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rrestrial Laser Scanner is widely useful in the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acquisition of 

th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and the 

safety monitoring for the inaccessible sites such as a few bridges and landslides. This study deals 

with the investigation of distance measurement and the performances assesment with waveform 

clouds-based(TLS).

1. 서 론

지상 이 스캐 는 문화재복원, 토목과 건설 분야의 3차원 공간정보 취득, 교량과 산사

태 등의 비 근지역에 한 안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 을 받고 있다. 그리고 

waveform 방식은 항공라이다(Airborne LiDAR) 에 도입되어 주로 수목의 종류나 성장상태 

조사(Rieger et al.,-; Litkey et al., 2007; Hollaus et al., 2009), 수치지형모델(DTM) 제작기

법 향상(Ullrich et a 2008), 문화재 복원(Dones et al., 2008)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활용되

었다. 반면에 지상라이다의 경우에는 기술소개 (Ullrich, -), 문화재 복원(Dones et al., 2009) 

등에 한 문헌이 소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waveform 방식의 지상라이다로 거리측정

을 수행하여 토탈스테이션 측량성과와 비교하여 그 기하정보 성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웨이 폼 로세싱  다 타깃 스캐닝

2.1 웨이 폼 분석

이 방식의 지상라이다의 구동원리는 “pulsed time-of-flight" 이며 장비에서 타깃까지 짧

은 이 펄스가 이동하고 반사된 echo signal이 기계로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한다. 이 시

간과 빛의 군속도(group velocity of light)로부터 스캐 의 좌표원 과 타깃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Dones et al., 2009). 그리고 Echo signal은 디지털화되고(Digitized) 기계내부에서 

실시간으로 분석이 진행된다.”Echo digitization"을 통해 통합 웨이 폼 분석(full wav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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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과 다 타깃 탐지 기능(multi-target detection) 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 사용

된 waveform 방식의 지상라이다를 소개하기 한 기본이론과 측정 장비는 [그림 1]의 (a)

와 (b)  (c) 이다. 

2.2 거리측정 실험

2.2.1 이  스캐닝

두 개의 필라  한곳에는 지상라이다를 설치하고 다른 한 곳의 필라에는 수지(흰색, 검

정색), 뻬크 (노랑색), 알루미늄(흰색), 목재 등 5가지의 타깃을 각각 설치한 뒤 차례로 

이 스캐닝을 수행하 다. 

2.2.2 토탈스테이션 측정

동일 타깃과 동일 장소에서 지상라이다에 의한 거리측정 성능을 평가하고 비교하기 

해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이  스캐닝과 동일한 차로 데이터를 취득하 다. 여기서 

거리는 수평거리가 측정되었다. 

(a) echo digitization (b) multi-target capability (c) TLS

[그림 1]  지상 웨이 폼 이 스캐  이론  장비

3. 결 론

본 연구는 waveform 방식의 지상라이다의 기하정보 측정 성능을 평가하기 해 일정거

리 떨어진 두 필라에 장비와 타깃을 각각 설치하고 이  스캐닝 작업을 수행하고, 여기서 

얻은 성과를 검정하기 해 한 기존측량장비인 토탈스테이션을 이용하여 거리 측정이 이루

어졌다. 이 실험을 통해 waveform 방식 지상라이다는 양호한 기하정보 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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