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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해방70년을 맞이하는 차원에서 일제강점기 동안에 조선인 강재징용으로 구축된 진지갱도(신주백, 2003)

에 대한 구조물의 분포와 활용에 대한 내역을 규명하고(황석규, 2006), 일제에 의하여 자행된 국토훼손의

실상 및 만행을 확인하여 분류하는데 있다. ‘한반도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의 군사요새였다’(이완희, 2014)

고 제시하였듯이 조사탐사의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진지갱도지역에 대한 3-D LiDAR 기법에 의한

도면작성으로 붕괴위험에 처한 진지동굴의 분포, 형상, 내용 등의 분석으로 문화재적 측면의 보전위한 기

록물 구현방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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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LiDAR 시스템 적용 진지갱도의 형상도 구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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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iDAR 시스템의 적용

1.1 GIS DB 구축 프로세스

1) 레이저 스케닝 작업 방법

-레이저 스캐닝 측량은 본 과업의 특성인 고해상도의 이미지 및 3D모델링을 고려

-Phase shift method 방식의 2종류의 LiDAR 스캐너(Topcon GLS-1500과 GLS-2000)의 상호

보완적인 적용

-디지털동영상 촬영기(FARO Focus 3D X330)의 동시영상 Overlapping 기법에 의한 3-D 동굴

DB를 확보

-동굴내부에 대한 측량스캐닝을 용천동굴(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2010년) 사례

에 의거하여 실시

2) 스케닝 계획

-동굴의 3차원 위치 측량을 통해 지상에 표현되는 지적경계와의 정확한 상관관계를 파악

-동굴내부의 조건과 스캐닝작업의 장애요소 파악위한 선 현장조사를 통해 스캐닝의 최적경로

와 이동시간 추정

-전원 및 작업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용천동굴서 활용된 Work-Flow를 따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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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트 취득

-용암에 의해 생성된 지표층에 존재하는 패사층이 빗물에 의해 침출되면서 탄산염성분이 동굴

내로 유입된 경우

-동굴의 상류, 하류 구간에서는 동굴벽과 석순은 포인트 간격 1㎝이내, 기타 지역은 10㎝이내
로 스캔 측량을 실시

4) 측량좌표계 변환

-대상동굴의 작업조건상 입구의 수직구와 하류방향 지점의 수직갱에 각각 한 점의 기준점만

설치

-전체 스케일에서 측량좌표를 사용하는 것이 오차를 줄일 수 있음

5) 3차원 영상제작

-3차원 영상 제작을 위한 3D 모델링은 기본공정인 Align-Merge-Edit로 경우에 따라

Decimation, Texture Mapping 과정이 추가되며, 대상지역은 공정을 거치기전 사전탐사로 확

인이 필요 함

6) 정열 및 수정보완 작업

-3차원 스캐너에 의해 취득된 데이터(스캔 이미지)는 스캐너 좌표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측량좌표계로 변환 후 수정보완으로 완성도를 향상시킴

2.1 3-D 레이저 측량의 가시적인 결과의 도출(예시)

진지갱도에 대한 3-D LiDAR 시스템의 GIS Database 확보에 따른 결과물은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및 지적도의 중첩된 도면이 도출되며 경우에 따라서 동영상도 제작됨(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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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2차원 측량시스템을 대체하고 다차원정보처리 성능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

성능 LiDAR를 장착하 여 센스에 의한 갱도의 동공분석 및 입체형상의 처리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일제 진지갱도의 형상은 다난 복잡한 미로형이 많으므로 2차원 보다 3차원 레이저측량에

의한 결과도출이 필요

(2) 진지갱도의 구축연한이 70여년 이상이므로 훼손과 자연붕괴에 의한 문화재 보존차원의 형

상확보로 관리정책 선결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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