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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 Accuracy Analysis for Earthwork Site Application

박재우1, 김석2*

Jae-woo Park1, Seok Kim2*

<Abstract>

Researches utiliz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re being conducted 

as a breakthrough for improving the earthworker productivity. In order to make the 

earthwork site smarter, it is necessary to digitize the construction site topography at 

first. For this purpose, photogrammetry using drones and LiDAR on MMS have been 

recently u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curacy of LiDAR by 

installation angles for verifying the application of MMS in the construction sit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coordinates measured by the total station and the LiDAR, a 

small error of about 1-2 centimeters was shown. It is confirmed that MMS could be 

well applied to the earthwork site.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ccuracy of the acquired coordinates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angle of the 

LiDAR, but the shape of the point clouds was different. The larger the installation 

angle, the better the shape of the site terrain is measured. 

Keywords : MMS, Accuracy analysis, LiDAR, Point clouds, Total station

1 정회원, 주저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E-mail: jwpark@kict.re.kr

2* 정회원, 교신저자,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인프라시스템공

학과, 조교수

E-mail: kimseok@ut.ac.kr

1 Construction Policy Institute,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2* Dept. of Railroad Infrastructure System Engineer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184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

1. 서 론

정보통신업, 제조업 등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의 생산성을 더욱 높여나가

고 있다. 반면에 건설산업은 전체 산업 가운데 디

지털화 및 생산성 증가율이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또한 인구의 고령화 및 청년층 취업

기피로 인하여 건설현장의 숙련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설현장 생산성 및 안전성 저

하가 건설산업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제6차 건설

기술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

응하는 기술개발 등을 통해 생산성 40% 향상, 사

망자수 30% 감소 등을 목표로 ‘스마트건설 2025’ 

비전을 제시하였다[2]. 2018년에는 건설산업 생산

성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단계별로 제시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

하였다[3]. 

토공사에서도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토공 관제시

스템[4], 토공작업경로 최적화[5][6], 토공특화 BIM

기술[7], 토공장비군 최적화[8], 토공현장 디지털화

[9] 등 토공자동화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토공자동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공현장에 대한 지형정보를 디지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반지형 디지털화를 위해서 현

장계측, 계측데이터 정합, 건설정보 입력, 분석단

위 생성 등의 기능이 요구된다[10]. 특히, 정확한 

현장계측이 선행되어야 후단의 분석작업의 정확성

이 올라간다. 

토공현장에 대한 디지털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주변을 계측할 수 있는 장

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사진측량,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기반의 3차원 스캐너 및 MMS(Mobile Mapping 

System) 등을 이용하여 현장계측이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MMS는 LiDAR의 성능향상과 처리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정밀지도 제작을 위한 핵심

장비로 각광받고 있다[11].

기존에 토공현장을 계측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

는 광파기(total station, TS)는 측량자가 원하는 

정확한 지점의 좌표를 계측할 수 있는 반면에, 

LiDAR는 전방향으로 레이저를 무수히 발사하여 

다량의 좌표를 획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LiDAR

를 통해 측량자가 원하는 지점의 정확한 좌표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주변 계측점을 통해 해

당 지점의 좌표를 유추해야한다. 따라서 LiDAR의 

장착상태에 따라 얻어지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형

상이 달라지며, 이는 원하는 지점의 좌표 정밀도

에도 영향을 미친다. 

토공현장에 투입될 MMS의 LiDAR 설치 방법에 

따라 얻어지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형상 및 정밀도

가 달라지며, 이는 적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 투입될 MMS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차량에 장착된 LiDAR 장착 형태에 

따른 정밀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차량에 장착된 LiDAR의 설치방법에 따라 달라

지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획득형상 및 정밀도를 검

증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험실 내에 MMS 

차량을 두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MMS는 기본적으로 위성항법장치(GNSS), 관성

항법장치(INS), 주행거리센서(DMI), 라이다(LiDAR), 

카메라 등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주행 중 정확한 위치좌표 획득을 위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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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GNSS, INS, DMI 등을 제외하고 LiDAR만의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실험을 위해 사용된 LiDAR는 Velodyne사의 

VLP-16으로 계략적인 장비사양은 Table 1과 같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DAR를 통해 360도 

사방을 계측하게 되며, 이때 레이저를 16개 채널

로 투사하여 초당 30만개의 포인트를 획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LiDAR는 수직화각이 ±15°로 

화각의 바깥 영역은 계측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

다. 수직화각은 LiDAR 모델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45°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Field of View 360°

Channels 16 ea

Points/sec 300,000 p/s

Operating range 100m

Vertical FoV angle ±15°

Table 1. Specification of LiDAR

실험을 위해 아래 Fig. 1과 같이 실내에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설치하고, 우선 광파기를 이용하여 

상자 모서리 부분의 정확한 좌표를 취득하였다. 

이후 MMS에 설치된 LiDAR를 이용해서 실험 현

장을 스캔하였다. 

LiDAR는 주로 차량의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용목적에 따라 경사지게 설치를 하고 있다. 토공

현장은 지형변화 계측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면

이 잘 스캔 될 수 있도록 아래 방향을 바라보도록 

LiDAR를 설치하게 된다. Fig. 2는 실험을 위해 

LiDAR를 다른 각도(15°와 25°)로 경사지게 설치하

고 이에 따라 바뀐 스캔범위를 표시하고 있다. 

(a) Inclination measurement in 15 degrees

(b) Inclination measurement in 25 degrees

Fig. 2 Inclination Measurement

(a) MMS (b) Total station and Boxes

Fig. 1 Laboratory in K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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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AR를 통해 실험실 내부와 설치한 상자를 

스캔한다. LiDAR의 채널이 지나가는 부분에 일정

한 간격으로 상자들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획득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모서리 포인트를 유추하고 이를 광파기로 획득한 

정밀 좌표와 비교하여 정밀도를 비교하였다. 

3. MMS의 정밀도 분석

우선 광파기를 이용하여 설치한 상자들의 모서

리 좌표를 정밀하게 계측하고, 이를 Fig. 3과 같

이 절대좌표로 변환하여 도시하였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자1, 상자2, 상자3에 대한 모서

리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상자의 적색 점은 향후 

클라우드 포인트를 통해 도출될 모서리 좌표와 비

교할 지점으로 상세 좌표는 Fig. 3과 같다. 

X Y Z

Box 1 5.438 2.000 -0.846

Box 2 3.610 0.740 -0.991

Box 3 4.106 -1.817 -0.700

Fig. 3 Scheme with TS coordinates

MMS의 LiDAR를 이용하여 실험실을 스캔하여 

획득한 포인트 클라우드는 Fig. 4와 같다. 그림을 

보면 실험실 벽면과 함께 차량 뒤쪽에 설치한 상

자들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a)와 

(b)는 LiDAR의 설치각도를 달리했을 때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5°로 설치한 LiDAR가 바닥면 및 

상자들의 형상을 보여주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더 

많이 획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Point clouds in 15 degrees

(b) Point clouds in 25 degrees

Fig. 4 Point Clouds by LiDAR

계측한 상자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정

밀좌표와 비교할 모서리 좌표를 유추하였다. 유추

방법은 박스의 상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각 면을 만들고 이 면들이 만나는 지점을 모서리 

좌표로 도출하였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면을 생성하여 정합한 결과, 생성한 면들이 

90°±1°로 정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는 

15° 경사측량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각 

상자의 모서리 도출을 위해 생성한 면과 도출된 

좌표를 보여주고 있다. 

Fig. 6은 25° 경사측량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

반으로 각 상자의 모서리 도출을 위해 생성한 면

과 도출된 좌표를 보여주고 있다. 15° 경사측량한 

경우와 같이 생성한 면들이 90°±1°로 정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자1은 윗면의 포인트 클라우

드 부족으로 면 생성이 되지 않아 모서리 좌표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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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Z

Box 1 5.449 2.001 -0.864

Box 2 3.610 0.737 -0.990

Box 3 4.115 -1.814 -0.713

Fig. 5 Coordinates of Box Corner scanned in 15 

degrees

X Y Z

Box 1 - - -

Box 2 3.602 0.737 -0.973

Box 3 4.087 -1.827 -0.69

Fig. 6 Coordinates of Box Corner scanned in 25 

degrees

Fig. 7과 Fig. 8은 LiDAR의 설치각도를 달리하

면서 광파기 계측좌표와 LiDAR 계측좌표를 비교

한 그림이다. 

Fig. 7 Comparison of Coordinates in 15 degrees

Fig. 8 Comparison of Coordinates in 25 degrees

광파기를 이용하여 계측한 정밀좌표와 LiDAR기

반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해 도출한 좌표의 차이

는 Table 1과 같다. 각 상자별 정밀좌표와 LiDAR 

경사계측 좌표를 비교한 결과, 1-2cm 정도의 오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토공사시 계

획고 대비 마무리면의 규정오차를 만족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계측경사의 각도에 따른 오차

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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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 디지털화를 위해 사용

되는 다양한 계측장비 가운데 MMS에 설치된 

LiDAR의 정밀도를 검증하였다. 광파기로 계측한 

정밀좌표와 LiDAR 계측 좌표를 비교한 결과, 

1-2cm 정도의 작은 오차를 보여, MMS를 건설현

장에 적용함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마무리면 측량을 일정 간격마다 광파기로 측정하

여 계획고와 비교하던 ‘지점 비교방식’은 지점 사

이의 오차를 비교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LiDAR로 스캔한 포인트 클라우드 면을 계

획면와 비교하는 ‘영역 비교방식’은 전반적인 오

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커 건설현

장 적용시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LiDAR의 설치 경사각도에 따라 취득좌표

의 정밀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취득할 수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형태가 달랐다. 15° 경사계측

에 비해 25° 경사계측이 더 많은 지형형상 포인

트 클라우드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토공지형 계측

을 위해 MMS를 사용시 LiDAR의 계측경사를 면

밀히 검토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MS의 토공현장 적용성을 정밀

도 관점에서 실험실 규모로 검증한 것으로, 향

후 실제 토공현장을 대상으로 검증을 수행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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