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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측소를 이용한 항공 이 측량 분석

LiDAR Analysis Using GPS Observation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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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data, which are obtained by the airborne laser scanner system have been utilized to 

rapidly obtain three-dimensional location coordinates for a large area. According to operation 

regulation, the distance between a GPS base station and a aircraft GPS is fixed within a radius of 

30km. In this paper, we compare data obtained by GPS observation station operated i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with those obtained by GPS base station for making a airborne 

laser survey.

▸Keywords : GPS Observation Station, ALS50II, LiDAR, GPS

요  지

최근 넓은 지역에 해 신속하게 3차원 치좌표 데이터를 취득하기 하여 항공 이  스캐닝 

시스템에 의해 취득된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재 작업규정에 따르면 GPS 기 국과 항공기 GPS 

거리가 반경 30km 이내로 정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라이다측량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운 인 GPS상시 측소를 이용한 데이터와 비교하고자 한다. 

▸핵심어 : 상시 측소, ALS50II, LiDAR, GPS

1. 서 론

최근 넓은 지역에 해 신속 정확하게 고 도의 3차원 치좌표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

는 항공 이  스캐닝(ALS) 시스템에 의해 취득된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

다. 항공라이다측량 시스템은 GPS, IMU, Laser Scanner 3가지의 주요 장비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센서는 치정보  자세정보의 조합으로 지형지물에 한 공간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기지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

인 상시 측소를 활용한 항공라이다측량 구축이 가능한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GPS 지상기 국을 설치하고 항공라이다측량을 촬 한 뒤 GPS/INS 처리과정에서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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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국, 국토지리정보원의 GPS 상시 측소를 이용하여 자료처리 후 동일  5 을 선정하고 

3차원 치를 비교하 다.

3. 연구내용

3.1 연구 상지역  자료 획득

연구 상지는 경기도 북부 지역으로 하 고, 항공라이다 시스템은 Leica사의 ALS50-II

를 이용하 으며, 촬 고도 약 2000m, 도 2～3pts/㎡로 촬 하 다. 

3.2 항공라이다측량

지상기 국  GPS 상시 측소를 이용하여 각각 9번의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처리를 수

행하여 항공라이다측량 원시자료를 구축하 다.

4. 결과 분석

선정된 5 에 한 GPS 상시 측소의 결과를 각각 지상기 국의 결과와 거리를 비교한 

결과, RMSE 결과가 최  0.253m ~ 최소 0.053m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 항공라이다측량 데이터 처리에 지상기 국과 상시 측소를 이용하여 비교

하 다. 비교 결과 촬 지역과 상시 측소의 거리 향보다는 상시 측소의 측 당시 성

수와 PDOP 등의 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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