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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정보화의 물결이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특히 지형공간정보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도시계획 수립, 환경 및 재난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지식정보시대의 필수적인 정보인프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유 지도는 수치지도(digital map)화 되어 과거 종이지도보다 선진화된

면은 있으나, 지도의 생명인 정보의 갱신이 지연되거나 지물ㆍ지모가 변모됨으로써 최첨단 정보통

신시대에 부적합한 정보매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DAR 기술에 의한 지형공간정보의 구축 가능성을 분석하고 항공 LiDAR

측량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치지도의 주요 레이어인 건물, 도로, 등고선 등의 벡터를

추출하여 GIS DB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구축된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

원에서 발행한 축척 1:1,000 수치지도 및 현지 GPS 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정확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GIS DB 구축 방안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DB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항공레이저측량, 지리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수치지도, GPS 측량

ABSTRACT

Recently geospatial information has used widely in many areas such as effective use and

management of national land, establishment of city planning, managements of environments and

disasters, etc. But present digital map is not suitable for nowadays because of delay of

information renewal and changes of topography. In this study, GIS DB construction method

was researched through the process of extracting main vector layers such as buildings, roads,

contours, etc. from LiDAR data. In order to analyze accuracies of constructed data, the digital

topographic maps of 1:1000 scale which were produced by Korea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NGI) and results of GPS survey were used. Effective DB construction

method was suggested through comparing with existing GIS DB constru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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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기존 지형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정․갱신

하여야 하며, 최신의 지형정보를 신속하고 경

제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에 선진외국에서는

최신의 지형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기

술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수치사진영상을 이용하는 수치사진측량

및 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원격탐

사, LIDAR 및 SAR를 이용한 DEM 생성,

GPS-VAN을 이용한 지형정보추출 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한

LiDAR 시스템은 Digital Terrain Model

(DTM)과 Digital Surface Model(DSM)을 자

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LiDAR 시스템은 광학카메라와 같은 수동센서

가 아닌 능동센서인 레이저를 이용하는 시스

템이다. 따라서 과거의 사진측량과 비교할 때

많은 장점과 놀랄만한 능력을 제공한다. 항공

사진 카메라처럼 laser scanning에 사용되는

LiDAR 시스템도 항공기나 헬리콥터에 장착될

수 있으며, 능동센서이므로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며 기상, 태양각, 숲의 우거진 정도와

같은 환경적인 조건에 덜 민감하다. 또한 넓은

지역에 대한 정밀한 표고데이터의 구축에 매

우 적합하며, 특히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

는 기존의 측량방법을 대치할 수 있는 새로운

측량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LiDAR를 이용한 GIS DB 구

축에 관한 연구들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iDAR 기술에 의한 지

형공간정보의 구축 가능성을 분석하고 항공

LiDAR 측량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바탕으

로 수치지도의 주요 레이어인 건물, 도로, 등

고선 등의 벡터를 추출하여 GIS DB를 구축하

며, 이에 대한 정확도 검증을 통해 국가 지리

정보 구축 및 갱신 분야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동향

LiDAR 기술은 laser pulse를 발사하는 레

이저 스캐너의 3차원 위치를 GPS를 이용하

여 알아낸 후, 발사된 laser scanner가 돌아

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강도를 측정하여, 발

사 당시 스캐너에 장착된 INS에 기록된 위

치정보와 결합하여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해당 반사체의 정확한 3차원 위치를 측정하

는 항공레이저측량방식이다. 이러한 LiDAR

의 활용으로 정확하고 정밀한 수치표고자료

를 이용한 3차원 모형제작이 가능해져 도시

계획, 조경, 무선통신 분야의 기지국 설치 및

전파확산모형 분석 등에 이용된다. 또한, 홍

수피해 예측, 산불관리, 해안선 관리, 산림관

리, 수목량 산정, 송전탑 위치의 분석, 전선

위치 모형화, 철도 및 도로의 관리, 군사전략

사업, 환경 분석 및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유복모,

2006).

일본과 독일 등에서도 LiDAR가 다른 측량

기법에 비해 정확도와 비용 측면에서 뛰어나

다는 장점이 강조되면서 LiDAR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Alan

G. Wvans, 1990). 또한, 공공측량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수직위치에 대한 오차가

축척 1:1,000 수치지형도의 정확도 기준을 만

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상득, 2002;

Millington A.C., 2003). 미국, 유럽 및 일본

등에서는 시설물 관리, 토목 건설공사 지원,

자연환경관리, 재난관리 및 통신관리 등의 분

야에 응용하고 있으며, 미국연방재난관리국

(FEMA :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에서는 수치표고모형(DEM : Digital

Elevation Model)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국가

재해 보험 프로그램 결과처리를 위해서는 반

드시 LiDAR에 의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LiDAR를 이용한 DEM 구축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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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연구들의 초기에는 DEM의 표준설정과

품셈 및 일위대가 작성을 주목적으로 하였

다. 최근에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

존의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에서 추출하던

지형공간정보를 단시간 내에 경제적으로 취

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치지형도 제

작, 수자원, 통신, 건설공사 및 재난관리 등

의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윤희천 등, 2003). 또한 일부 연구기관

에서도 LiDAR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연

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편 레이저 스캐닝에 대한 연구기관에서

의 연구로 LiDAR 원 자료로부터 건물을 자

동분할하고 건물을 재구성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김형태, 2001), LiDAR 자료의

오차특성 분석과 보정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이병길, 2001), LiDAR 자료를 이용한 해안

지역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위광재 등, 2002). LiDAR 자료의 활용에

관한 연구로는 GSIS 멀티데이터를 이용한

방재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구 하였고(이강

원, 2006), LiDAR 데이터와 수치지도 등고

선을 이용한 도로설계 토공량 비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이동천 등, 2005). 이상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항공

LiDAR 측량을 이용한 GIS DB 구축에 관련

된 연구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공 LiDAR 측량 시스템

1. 항공 LiDAR 측량의 기본원리

LiDAR 시스템은 레이저 스캐너(laser

scanner), GPS, INS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이

저 스캐너는 다시 거리측량부와 스캐닝부분으

로 분할되고, 이들은 제어부를 통해 통합운영

되고 제어된다.

Ranging Unit Scanner

DGPS IMU

Control-, Monitoring- and Recording-
Units

LIDAR

swath width

flight 
direction

scan direction

FIGURE 1. 항공 LiDAR 시스템의 구성

GPS가 센서의 위치를, INS가 센서의 자세

를, 레이저 스캐너가 센서와 지표면과의 거리

를 관측하여 지표면 상의 표고점에 대한 3차

원 X, Y, Z 좌표를 결정하는 것이 LiDAR의

위치결정의 기본원리이다.

LiDAR는 현재 레이저 센서 전면에 부착된

거울이 회전하거나, Palmer 스캔, fiber 스캐

너, 회전 다각형 등의 방식으로 지표면을 스캐

닝하여 보다 넓은 지역을 측정할 수 있으며,

주사각, 스캐닝 진동수, 비행고도, 비행속도,

초당레이저 측정회수 등이 측량의 밀도와 특

성을 결정한다. 또한 자료통합을 위한 보조장

비로 비디오, 측량용사진기가 탑재되기도 한다.

2. LiDAR의 거리측량

레이저는 짧은 주기를 가진 높은 에너지의

펄스(pulse)를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작은 개구

(aperture)를 이용하여 고도로 밀집된 상대적

으로 짧은 파장의 빛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어 정밀한 거리 관측에 많이 사용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LiDAR 장비

에서는 펄스 레이저를 사용한다. 펄스를 사용

하는 경우 거리를 관측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

법은 레이저 펄스의 왕복시간을 측정하는 것

으로서, 펄스가 방사되고 수신되는 사이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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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레이저 펄스의 왕복시

간은 식 (1)과 같다.

tL = 2
L
c

(1)

여기서 L은 거리관측부와 지표면 객체간의

거리이고, c는 빛의 속도이다. 식 (1)에서 거리

의 해상도 ΔL은 시간측정의 해상도 ΔtL에

정비례하며,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  

∆ (2)

이때 거리의 정확도( σR)는 펄스 생성시간

(Generation Time), S/N 비율, 관측 비율 등에

의해 결정된다.

  

 


(3)

여기서, t r ise는 펄스 생성시간, S는 광다이

오드 전류의 신호강도, N은 광다이오드와 증

폭기의 열잡음 강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LiDAR 시스템에서 거리관측의 정확도는 cm

단위를 가진다.

3. LiDAR의 위치계산

항공레이저 측량에서 위치 및 자세 결정부

에서 관측된 위치오차가 10cm이내이고 자세오

차가 0.02° 이내라면, 정밀하게 관측된 거리를

이용하여 기준좌표계에 대한 지표면의 좌표를

다음의 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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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 지상점의 위치

  : GPS 장비에 의한 레이저 스캐너

의 위치

  : 좌표계 변환에 의한 GPS 위치 오차

 : 기준좌표계와 INS간의 회전행렬


 : 레이저 스캐너와 INS간의 회전행렬

 : 레이저 스캐너에서의 레이저 광선

벡터(위치벡터)

이와 같이 지상점의 위치결정을 위해서는

LiDAR 장비를 구성하는 요소 상호 위치 및

자세관계가 규명되어야 하고, 이러한 계통적

변수 들은 흔히 조정(Calibration)과정을 거

쳐 파악된다. 조정은 운동장과 같은 평지나

대형건물과 같은 기준지역의 상공을 여러 방

향에서 비행하여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

행된다.

이상에서 얻어진 관측값은 결국 레이저 스

캐너의 위치, 레이저 광선의 순간

스캔각을 포함한 자세   , 목표물까

지의 거리 (D)등 일곱 개의 요소이며, 이들 관

측값을 이용하여 다음 식 (5)에 의해 표고점의

좌표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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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AR 데이터 분석 및 GIS DB 구축

1. 연구대상지 선정

본 연구에서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대전광역시 지역은

고밀도 도심지, 저밀도 도심지 및 농경지와 산

악지가 적절히 상존함은 물론 다양한 지물ㆍ

지모를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적지로 판단된다. 그림 2는

GIS DB 구축 관련 시범 지역에 해당하는 수

치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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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연구대상지 수치지도

2. LiDAR 데이터 취득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항공 LiDAR측량 장비

는 캐나다 Optech사의 ALTM 30/70 모델이

다. 이 장비는 레이저 펄스 주사율이 최대

70kHz이며, 고도 3,000m까지 운용 가능하다.

정확도는 약 1,000m의 비행고도에서 관측될

경우 수직 15cm, 수평 50cm의 정확도를 보인

다. 또한 하나의 펄스로 최대 4개의 반사파를

구할 수 있어 산림지대에서 투과성이 우수하다.

평면(x, y) 
정확도

1
2,000

× 고도(1σ)

높이(h) 
정확도

＜ 15cm at 1,200( 1σ)

＜ 25cm at 2,000( 1σ)

＜ 35cm at 3,000( 1σ)

반사 
해상도

1cm 이상의 객체

반사 
분해력

12 bit

스캔 주기 최고 70Hz

스캔 각 0°～25°(±1°씩 증감)

스캔 폭 (0～0.93)×비행고도

laser 
pulse 
주사율

33kHz(최고 비행고도가 3km 이내)
50kHz(최고 비행고도가 2km 이내)

70kHz(최고 비행고도가 1.5km 이내)

TABLE 1. ALTM 30/70 LiDAR시스템의 제원

ALTM 30/70모델은 기존 항공사진측량카메

라(Leica사 RC30)의 플랫폼 요소를 공유하며,

항공용 GPS수신기와 INS장치, 파일럿 디스플

레이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LiDAR 측량의

정확도 평가를 위한 지상 GPS 기준국 측량은

미국 Trimble 사의 2주파 수신기를 이용하였다.

3. GIS DB 레이어 추출

LiDAR 데이터를 이용한 GIS DB 레이어

의 구축에 앞서 LiDAR 원시데이터에서 각

각의 DB 레이어 포인트들을 분류해내는 작

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포인트의 분류

는 Terrasolid사의 Terrascan과 Terramodel

을 이용하였으며 레이어의 추출은 Bentley사

의 Microstation을 사용하였다. 그림 3은

LiDAR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에 대한 흐름

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URE 3. LiDAR 데이터의 전처리

3.1 근접점제거(불량점)

불량점이란 LiDAR 촬영 시 중복되는 점이

나, 주변 포인트군에서 높이오차가 심한 점들로

서 본 연구에서는 주변 포인트군에서 0.5m이하

로 떨어지는 점이나, 5m이상의 점들을 제거하

였다. 그림 4는 불량점을 제거하는 모습이며,

대상지역 18,318,610개의 포인트 데이터로부터

645,461개의 포인트를 불량점으로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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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근접점 제거

3.2 순수지표면 추출

원시 LiDAR데이터로부터 순수지표면을 분

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접점을 제거하

여야 하는데 이는 다른 포인트 집단에서 위치

오차가 심하거나(0.5m이하인 점, 5m이상인

점), 스캐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되는

점 등을 제거해주는 과정이다. 근접점을 제거

한 후 최대 건물의 크기(max building size),

수렴각(iteration angle), 수렴거리(iteration

distance)를 조건 값으로 부여하여 순수지표면

을 추출하였다.

FIGURE 5. 추출한 순수지표면

3.3 식생 포인트 추출

식물군의 추출은 순수지표면의 추출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며, 전체 원시데이터에서 순수지

표면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

이터 중에서 순수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값

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추출한다. 높이의 조건

값은 단층건물의 최대높이가 2m이상이라는 가

정하에 순수지표면 높이보다 높은 점 중에 2m

이하의 점들을 식물군으로 추출해 내었다. 그

림 6은 대상지역에 추출된 식물군의 모습이다.

FIGURE 6. 대상지역의 식물군

3.4 건물 포인트 추출

건물의 추출은 순수지표면과 식물군 높이

이상의 점들로부터 건물의 최소면적, 지붕의

각도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한다. 건물은 고밀

도주거지역과 저밀도주거지역으로 나누어 추

출하였으며, 주거지역의 분류는 면적과 층수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다. 표 2는 건축법규상

주거용건물의 분류이며, 실험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은 고밀도주거지역으로 연립주택과 아파

트는 저밀도주거지역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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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추출한 도로 포인트와 대상지역의 반사강도 범위

비 교
구 분 면   적 층   수

고밀도주
거지역

단독
주택

최대면적 330㎡ 최대3층

저밀도주

거지역

연립
주택

연면적(지하주차
장 면적제외)
660㎡을 초과

층수가 4개 층

이하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

TABLE 2. 대상지역에 대한 건축법규상 주거
용건물의 분류

FIGURE 7. 대상지역의 추출된 건물

3.5 도로 포인트 추출

도로 포인트의 추출은 기존의 건물, 식생,

지표면과 달리 토지피복의 재질의 차이에 따

른 반사강도의 세기로 추출하였다. 레이저스캐

너는 자체적으로 발사하는 레이저의 반사광을

측정하는 능동센서이고, 레이저가 주로 0.9㎛

파장의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한다. 때문에 재

질에 따른 반사강도의 세기의 측정치가 다르

게 되고 도로포장의 대부분인 아스팔트와 콘

크리트는 0.9㎛파장의 적외선에 모두 약 24%

이하의 반사도를 가진다.

LiDAR데이터의 반사강도의 값은 촬영시의

날씨나 환경에 따라 설정하는 값이 다르므로

전체 범위의 반사강도 중에 24%이하 점들을

추출하여 도로로 분리하였다(그림 8).

4. GIS DB 레이어 구축

본 연구에서는 LiDAR 데이터를 이용한

GIS DB 레이어의 추출 결과를 토대로 건물,

도로, 등고선의 벡터화 작업을 수행하여 GIS

DB 구축을 실시하였다.

4.1 건물 레이어 구축

건물 포인트로부터는 건물의 외곽선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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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영역의 확장범위, 건물의 최소면적, 점사

이의 허용된 최대 높이를 설정하여 불규칙한

외곽선들을 자동으로 생성 후 수작업의 과정

을 걸쳐 건물 모델을 생성할 수 있었다.

건물벡터의 제작은 전처리과정에서 추출한

건물 포인트군과 순수지표면 포인트군을 이용

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때 대상건물의 최소면

적과 포인트 영역의 확장범위, 높이의 제약을

조건값으로 하여 건물지붕면의 외곽선을 추출

하며, 수동적인 작업을 걸쳐 건물의 벡터로

제작하였다(그림 9).

FIGURE 9. 건물 레이어의 벡터화

4.2 도로 레이어 구축

전처리 과정에서 반사강도를 이용하여 추출

한 도로 포인트군을 기초로 하여 도로를 제작

하였으며, 불규칙한 선형을 먼저 생성한 다음

불규칙한 선형들을 세선화 하여 도로의 벡터

를 제작하였다(그림 10).

FIGURE 10. 도로레이어의 벡터

4.3 등고선 레이어 구축

LiDAR데이터를 이용하여 등고선을 추출하

기 위해서는 지표면과 그 외의 대상물의 분류

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데 이는 원시데이

터 추출 시 나무, 식생 등으로 인해 높이의 오

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건(최대 건물의 크기, 수렴

각, 수렴거리 등)을 부여하여 등고선을 추출할

수 있다(그림 11).

FIGURE 11. 등고선 생성

GIS DB의 레이어별 정확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LiDAR로부터 추출된 레이어

의 정확도 분석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축척 1:1,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평면위치에 대한 정확도를 검증하였으며, 현지

GPS 측량을 통해서는 수직위치에 대한 정확

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 평면위치 정확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GIS DB 레이어의 정

확도 분석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축척 1:1,000 수치지도와 비교하여 정량적 분

석을 실시하였다. 정확도 비교 시 건물 24점,

도로 6점의 검사점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선점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3D GIS DB by LiDAR
―――――――――――――――――――――――――――――――――――――――――――――――――――――――――――――――――
180

측 점
수치지도 LiDAR 상대위치오차

X Y X' Y' dx(m) dy(m)

1 312306.81 232945.21 312305.97 232945.06 0.84 0.15

2 312254.24 232985.96 312254.53 232986.62 -0.29 -0.66

3 312254.20 232960.31 312253.75 232960.59 0.45 -0.28

4 312263.03 232942.40 312263.68 232943.48 -0.65 -1.08

5 312253.11 232914.11 312252.99 232915.18 0.12 -1.07

6 312218.74 232877.91 312218.55 232878.41 0.19 -0.50

7 312205.25 232860.97 312205.18 232861.58 0.07 -0.61

8 312223.34 232826.64 312222.71 232827.46 0.63 -0.82

9 312238.04 232790.95 312237.23 232792.33 0.81 -1.38

10 312275.15 232869.46 312274.88 232869.93 0.27 -0.47

11 233223.89 314033.55 233223.97 314033.85 -0.08 -0.30

12 233152.30 314025.76 233153.40 314025.76 -1.10 0.00

13 233225.90 313979.74 233225.29 313979.64 0.61 0.10

14 233121.71 313973.69 233122.79 313973.11 -1.08 0.58

15 233223.68 313926.19 233223.58 313926.97 0.10 -0.78

16 233119.38 313919.53 233121.06 313920.51 -1.68 -0.98

17 233101.30 313874.25 233101.76 313874.43 -0.46 -0.18

18 233046.44 313863.85 233047.28 313863.39 -0.84 0.46

19 233209.71 313818.47 233210.15 313818.88 -0.44 -0.41

20 233133.83 313808.56 233134.38 313807.58 -0.55 0.98

21 233217.40 313765.98 233217.47 313766.01 -0.07 -0.03

22 233115.22 313769.49 233115.37 313769.40 -0.15 0.09

23 233044.10 313759.63 233044.92 313759.65 -0.82 -0.02

24 233237.08 313716.17 233237.53 313716.09 -0.45 0.08

RMSE 0.68 0.65

TABLE 3. 건물 레이어의 위치오차

측 점
수치지도 LiDAR 상대위치오차

X Y X Y dx(m) dy(m)

1 312007.28 233295.11 312007.92 233295.21 -0.64 -0.10

2 312215.39 233254.51 312215.00 233253.22 0.39 1.29

3 312224.56 233225.19 312225.27 233224.85 -0.71 0.34

4 312192.13 233218.92 312192.61 233220.07 -0.48 -1.15

5 312491.77 233337.40 312491.87 233337.11 -0.10 0.29

6 312475.04 233251.79 312475.45 233251.70 -0.41 0.09

평균제곱근오차(RMSE) 0.54 0.80

TABLE 4. 도로 레이어의 위치오차

된 측점들은 건물의 모서리, 교량부 끝점, 교

통섬 모서리 및 도로 변곡점 등이다. 표 3, 표

4, 그림 12, 그림 13은 검사점들에 대한 정확

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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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건물 레이어의 X, Y 편차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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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도로 레이어의 X, Y 편차비교

연구대상지 내의 건물 검사점 24점에 대한

수치지도 성과와 LiDAR 추출 성과를 비교한

결과, 평균제곱근오차(RMSE)가 X방향에서는

0.68m, Y방향에서는 0.65m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지 내의 도로 검사점 6점에 대한

수치지도 성과와 LiDAR 추출 성과를 비교한

결과, 평균제곱근오차(RMSE)는 X, Y방향에서

각각 0.54m, 0.80m를 얻었다.

2. 수직위치 정확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지 GPS 측량을 통해 취득

된 WGS84 타원체고를 현행 측지계인 GRS80

타원체로 변환하였고, 지오이드고의 정확한 산

정을 위해 연구대상지 일원의 수준점에 대하

여 직접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정밀 지오이드고

를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GPS 측량에 의

하여 취득된 타원체고와 수준측량에 의하여

취득된 지오이드고를 이용하여 각 측점에 대

한 표고점 편차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측점
정  표  고

GPS (m) LiDAR (m) GPS-LiDAR

1 110.72 110.48 0.24

2 106.81 106.85 -0.04

3 102.94 102.91 0.03

4 100.40 100.53 -0.13

5 96.38 96.28 0.1

6 93.08 93.11 -0.03

7 88.77 88.77 0

8 111.24 111.19 0.05

9 122.06 122.02 0.04

10 126.87 126.83 0.04

11 128.36 128.42 -0.06

12 85.10 84.89 0.21

13 90.91 90.95 -0.04

14 94.40 94.45 -0.05

15 100.89 100.89 0

16 95.46 95.47 -0.01

17 95.81 95.79 0.02

18 146.45 146.67 -0.22

19 182.21 182.36 -0.15

20 183.87 183.94 -0.07

21 206.90 206.91 -0.01

22 206.83 206.98 -0.15

23 189.66 189.71 -0.05

24 187.61 187.83 -0.22

25 163.95 164.03 -0.08

26 175.61 175.58 0.03

27 51.00 51.10 -0.10

28 52.66 52.52 0.14

29 54.30 54.51 -0.21

30 58.37 58.39 -0.02

31 61.17 61.05 0.12

32 65.46 65.51 -0.05

33 75.86 75.96 -0.10

34 80.08 79.97 0.11

35 83.25 83.31 -0.06

평균제곱근오차(RMSE) 0.11

TABLE 5. GPS 및 LiDAR 정표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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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GPS 및 LiDAR 정표고 비교

LiDAR DEM 상의 측점에 대한 GPS 관측

성과와의 정확도 분석 결과, 평균제곱근오차

(RMSE)가 0.11m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3. LiDAR에 의한 GIS DB 구축 가능성 검토

LiDAR에 의한 추출 성과와 수치지도 성과

의 정확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6과 같은

RMSE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구 분
R M S E

X Y h

건 물 ±0.68m ±0.65m -

도 로 ±0.54m ±0.80m -

표고점 - - ±0.11m

TABLE 6. 레이어별 RMSE

항 목
축   척

비고
1:500 1:1,000

표

준

편

차

평면
위치 0.25m 이내 0.7m 이내

도상
거리

표
고

표
고
점

△h/4 이내
(0.25m)

△h/3 이내
(0.33m) △h는

주곡선
의간격등

고
선

△h/2 이내
(0.5m)

△h/2 이내
(0.5m)

TABLE 7. 지도의 정확도

건물 레이어의 경우는 건설교통부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의 축척 1:1,000에서 규정하

고 있는 허용 정확도 이내의 결과를 나타냈고,

도로 레이어의 경우는 허용 정확도를 약간 벗

어나고 있으나 이는 대체로 양호한 성과라 사

료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확도 저하는 도로 레

이어 구축 시 반사강도를 이용함에 따라 포장

재질의 차이에 따른 반사도의 불규칙함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등고선 레이어의 경

우는 축척 1:1,000은 물론, 축척 1:500의 허용

정확도 이내의 결과로 LiDAR에 의한 DEM

생성이 매우 우수한 성과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LiDAR를 이용한 GIS

DB 구축 방법은 수치지도의 제작 및 수정·

갱신에 활용할 경우 그 정확도 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LiDAR 데

이터만을 이용해서는 GIS DB 구축의 어려움

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향상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항공 LiDAR 측량 시

함께 취득할 수 있는 디지털 항공사진 및 부

가자료를 보조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LiDAR 기술에 의한 GIS DB의

구축 가능성을 분석하고 항공 LiDAR 측량을

통해 취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치지도의

주요 레이어인 건물, 도로, 등고선 등의 벡터

를 추출하여 GIS DB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이며, 아울러 구축된 데이터를 국토지리정

보원에서 제공하는 축척 1:1,000 수치지도 및

현지 GPS 측량 성과를 이용하여 정확도 검증

을 실시함으로서, 기존 GIS DB 구축 방안보

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GIS DB의 효율적 구축 및 수정․갱

신을 위하여 취득한 LiDAR 자료에 대하여 국

토지리정보원의 축척 1:1,000 수치지도를 통해

평면위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건물 레이어

의 RMSE는 X, Y에서 각각 0.68m, 0.65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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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도로 레이어의 RMSE는 X, Y에서

각각 0.54m, 0.80m로서 이들 값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축척 1:1,000의 허용오

차(±0.7m) 이내의 값이다. 이는 LiDAR를 이

용한 GIS DB의 구축 및 수정․갱신의 가능성

을 입증하는 것이다.

둘째, 현지 GPS측량 결과, 변곡점, 산정, 묘

봉 등에 선점한 표고점에 대한 두 자료간의

RMSE는 ±0.11m로서 평면위치 정확도보다 월

등히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공

측량작업규정 세부기준의 축척 1:500에 대한

기준(0.25m)에도 만족하였다. 따라서 GIS DB

의 등고선 레이어를 효율적으로 구축 및 갱신

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LiDAR 측량의 cloud point 만을 이용

한 해석에서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값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보조적으

로 병행하고, LiDAR 측량 중 함께 촬영된 디

지털항공사진 등을 함께 이용한다면 기존 방

법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GIS DB의 효율적 구

축 및 수정․갱신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이로부터 GIS DB 중 건물, 도로, 지형 레이

어에 대하여 LiDAR에 의한 DB의 구축 및 수

정․갱신이 정확도 및 신속성 면에서 매우 효

과적임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향후 LiDAR

자료의 점밀도 변화에 따른 최적의 점밀도 선

정, 계절 변화에 따른 식생의 고려 요소, 다양

한 지형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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