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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스캐닝 기법은 새로운 치정보 획득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높은 치정확도, 고

도 자료 취득의 자동화 등으로 지오매틱스 분야를 비롯한 범 한 분야에서 응용될 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스캐닝 기법의 장 을 이용하여 도로의 기하정보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실

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도로선형정보 추출 시스템 개발을 해, 도로 평면선형

을 직선, 완화곡선, 원곡선 구간으로 자동 분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으며, 자동화되지 

않은 이 의 방식에 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도로의 평면  종단선형의 설계요소

를 자동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상도로에 용한 결과, 실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로 

선형 설계요소 추출에 련한 기존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정확한 값으로 결정되었다. 한 추

출된 설계요소를 이용하여 상 도로에 한 가상 주행 시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지

형과 구조물이 3차원 으로 조화되는 시각  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고, 계 에 따른 결빙구

간 단  입체시거를 해석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 향후 도로에 련한 다양한 자료의 

체계 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웹기반의 운 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효율 인 도로 유지 리

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도로안 진단에 있어서 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된다.

주요어 : 레이저 스캐닝 기법, 고밀도, 도로선형정보 추출 시스템, 주행 시뮬레이션, 입체시거

ABSTRACT

A laser scanning technique has been attracting much attention as a new technology to 

acquire location information. This technique might be applicable to a wide range of areas, most 

   2007년 10월 11일 수 Received on October 11, 2007 / 2007년 12월 11일 심사완료 Accepted on December 11, 2007

 1 부경 학교 건설공학부 Division of Construction Engineeri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연락 자 E-mail : pksurveying@pknu.ac.kr



Development of Alignment Information Extraction System on Highway by Terrestrial Laser Scanning Technique
―――――――――――――――――――――――――――――――――――――――――――――――――――――――――――――――――
98

notably in geomatics, due to its high accuracy of location and automation of high-density data 

acquisition. A alignment information extraction system on highway has been developed in this 

study by utilizing the advantages of the laser scanning technique. The system can accurately 

interpret the alignment information of highway and can be applied to actual works. To develop 

the alignment information extraction system on highway, an algorithm that can automatically 

separate a horizontal alignment into a straight line, a transition curve, and a circular curve 

was developed.  It can increase its efficiency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s. In 

addition, an algorithm that can automatically extract design elements of horizontal and vertical 

alignments of highway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an object highway. This yielded higher 

practicality with more accurate values compared to those from previous studies on the 

extraction of design elements of highway alignment. Furthermore, the extracted design 

elements were used to perform a virtual driving simulation on the object highway. Through 

this, data were provided for a visual judgment for judging visually whether the topography 

and structures were harmonized in a three-dimensional manner or not. The study also presents 

data that can serve as a basis to determine highway surface freezing sections and to analyze 

three-dimensional sight distance model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database 

for diverse data on highway and the development of web-based operating programs, an 

efficient highway maintenance can be ensured and also they can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to be used when estimating a highway safety in the future.

KEYWORDS : Laser Scanning Technique, High-Density, Alignment Information Extraction on 

Highway System, Driving Simulation, Three Dimensional Sight Distance

서    론

이  스캐닝 기술은 90년  반 이후 국

내 시장에 등장하여 10여년 동안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오매틱스 분야에서의 

이  스캐닝 기술의 용은 1990년  말 

LiDAR 기술의 도입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국

내 한 소기업에서 임  도입하여 경기도 성

남시 분당구 인근을 처음 촬 하고, 국내 최

로 LiDAR 자료로 지표면을 묘사하 다(과학

기술부, 2003). 지상부문에서의 이  스캐닝 

기술의 보 은 1990년  반 이후 제조업, 문

화재 등의 분야에서부터 리버스 엔지니어링 

개념의 발 을 도모하게 되었다. 당시 이  

스캐닝에 련한 부분의 연구는 비교  근

거리에 있는 상물의 형상 해석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년  반 고정 도의 

․장거리용 지상 이  스캐 의 보 으로 

인해 그 활용범 가 더욱 다양해지고, 토목, 

문화재 등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기술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Bauer와 

Paar, 2003; Mills와 Barber, 2004; Shih와 

Wang, 2004; Jaselskis 등, 2005).

최근 LiDAR에 련한 연구는 주로 건물 추

출과 같은 지상측량이나 항공사진을 신할 

목 으로 도심지역을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김형태, 2000; 김흥식 등, 2005; 이동천 

등, 2005), 최근에는 도로와 같은 연속 인 면

에 한 정보를 LiDAR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

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기 시작했다(Pattnaik 

등, 2003; Hatger와 Brenner, 2003).

그러나 LiDAR 시스템에 있어서 촬 된 스

트립을 복시켜 도를 높일 수도 있으나 

일반 인 LiDAR의 도가 1 /㎡ 이하인 



지상 이  스캐닝 기법에 의한 도로선형정보 추출 시스템 개발 / 김진수
―――――――――――――――――――――――――――――――――――――――――――――――――――――――――――――――――

99

Separate section of tangent
and horizontal curve

x coordinates and y coordinates

Douglas-Peucker algorithm

Separate section of
tangent and vertical curve

(accumulative distance, elevation)

Douglas-Peucker algorithm

Geo-referencing

Reconstruction of
horizontal alignment

Reconstruction of
vertical alignment

Drawing

Cross section

Plane and profile

Superelevation

Analysis of data

Alignment information extraction system 
on highway

3-D modeling on highwayDTM operation

3-D laser scanning on highway

3-D laser scanning

TS survey for geo-referencing

Data transfer
using socket network

Point cloud data

Geo-reference data

Research planning

Investigation of existing theories

Selection of test-field

FIGURE 1. 도로선형정보 추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흐름도

것을 감안할 때, 도로 심선 자료를 취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한 도로의 기하구

조 등을 정확히 해석하는데 있어서, 최 의 경

우 수직 치정확도 15cm와 수평 치정확도 

30cm를 보장하는 LiDAR 시스템의 치정확

도는 비교  큰 값들이다. 이러한 경우 지상에

서 고 도의 자료 취득이 가능하고 높은 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상 이  스캐 를 이

용함으로써, 상 도로에 한 방 한 양의 자

료 취득과 보다 정확한 도로의 기하구조를 해

석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모바일 이  스

캐닝 데이터를 이용한 도로 선형  횡단면 

등을 추출 활용하고자하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김세근 등, 2006).

본 연구는 지상 이  스캐 에 의해 취득

된 자료를 이용하여 재 된 도로 선형, 횡단 

구성요소, 편경사, 도로 3차원 모델링 자료 등

을 치정보로 하는 도로선형정보 추출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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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레지스트레이션 과정을 거친 연속된 스캔 자료의 지오레퍼런싱 원리

템을 개발함으로써, 효율 인 도로 유지 리

와 도로안 진단의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을 둔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

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일련의 과정

을 수행하 다.

레이저 스캐닝 기법에 의한 위치 결정

3차원 이  스캐 는 이 가 물체에 반

사되어 수신되는 시간차 는 상차를 측

하여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동시에 다

량의 들에 한 3차원 치좌표를 획득하는 

최신 장비이다. 고정 도의 자료를 신속히 취

득할 수 있는 장 으로 최근 측정 정 도에 

한 심과 부합하여 그 활용이 증 되고 있다.

이  스캐닝을 통한 3차원 치정보의 획

득 원리는 회  거울에 의한 이 의 편향, 

상물 표면에서의 이 의 반사, 그리고 반

사된 이 의 수신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 

효율 인 3차원 치정보의 획득을 해서 

이  주사거리, 측정정확도, 상물의 규모, 스

캐닝 속도 등을 고려하여 합한 측정방식의 

이  스캐 를 사용해야 한다.

3차원 이  스캐 는 측정원리에 따라 TOF 

(time-of-flight) 방식, 상변 (phase shift) 

방식, 삼각측량(triangulation) 방식으로 구분된

다. 일반 으로 측량분야에서는 TOF 방식과 

상변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삼각측량 

방식은 인스펙션 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분

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LiDAR 시

스템에서는 이 의 고출력, 측범  등을 

고려하여 측거리가 가장 긴 TOF 방식을 사

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방향으로 범

가 넓은 도로를 스캐닝 상으로 선정하 으

므로, 다른 방식에 비해 측거리가 긴 TOF 

방식의 3차원 이  스캐 를 이용하여 상

도로의 치정보를 획득하 다.

하나의 상물을 상으로 취득된 다  스

캔 자료는 3차원 공간상의 상 인 치정합

에 련한 지스트 이션(registration) 과정

과 3차원 모델좌표를 상물의 좌표로 변

환하는 지오 퍼런싱(geo-referencing)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스트 이션은 서로 다른 스캔 방향에서 

측정된 다  스캔 자료를 형상 으로 서로 공

통되는 부분의 거리 차이를 이론 으로 0에 

가깝게 하는 상  치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지스트 이션 과정을 거쳐 동일 좌표계를 

형성한 다  스캔 자료들은 그림 2와 같이 지

오 퍼런싱 과정을 통해 지상 기 과 결합

되어 상물의 좌표로 변환된다.

한 연속된 스캔 자료의 지오 퍼런싱을 

한 변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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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좌표

,  ,   : X, Y, Z 각 축의 회

에 련된 회 행렬

′ ,  ′ ,  ′  : 지스트 이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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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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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선형의 설계요소 추출

도로의 선형은 평면선형  종단선형으로 

구성되며, 선형설계 시에는 평면선형과 종단선

형의 연계를 고려하여 한 크기의 선형요

소를 갖는 도로 심선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

러나 도로의 특정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값 이상으로 높으면, 도로의 선형에 불합

리한 요소가 반 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이종출, 2001).

한 기존 도로의 설계도가 분실 는 훼손

되었거나, 최근 발생되는 각종 재난으로 인해 

도로가 유실된 경우 도로 선형의 개량 는 

복원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도로 심선

의 정확한 3차원 치정보의 획득이 선행되어

야 하며, 획득된 치정보를 이용하여 도로 선

형의 설계요소를 추출해야만 한다.

1. 직선 및 곡선구간 자동 분리 알고리즘

도로 선형에 있어서 평면선형은 직선, 완화

곡선, 원곡선으로 구성되며, 종단선형은 직선

과 곡선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도로 선형의 구

성요소를 추출하기 해서는 평면선형에서의 

IP(intersection point) 치와 종단선형에서의 

VPI(vertical point of intersection) 치가 우

선 결정되어야하며, 이를 해 직선  곡선구

간의 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3차원 이  스캐 에 의해 취득된 자료는 

도가 매우 높으므로, 방 한 양의 도로 

심선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 선형의 설계요소

를 추출하기 해서는 선형 자료의 일반화가 

필수 이다. 일반화와 련된 주요 알고리즘은 

여러 응용분야에서 개발된 것으로, 이들 알고

리즘은 간단히 기하학  성질을 이용한 것부

터 랙탈(fractal) 차원을 이용한 다양한 알고

리즘이 개발되었다(김감래 등, 1996).

본 연구에서는 선형 자료의 일반화 ․후

의 자료에 의한 선형의 기하학  특성에 큰 

향을 주지 않고, 자료의 처리속도를 크게 

일 수 있는 Douglas-Peucker 알고리즘을 이용

하여 선형을 일반화하 다(정의환, 2004). 

Douglas-Peucker 알고리즘은 선형사상을 구성

하고 있는 체 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역

 단순화 기법으로써 단순화 정도를 결정하

는 최소 기 치의 임계띠(tolerance band, )

를 설정하여 필요 없는 들을 제거하는 방식

의 알고리즘이다(Douglas와 Peucker, 1973).

Douglas-Peucker 일반화 알고리즘을 용

하여 도로 심선을 단순화하면 그림 3과 같

이 직선구간에서는 같은 직선상에 있는 

들이 제거되면서 세그먼트의 간격이 넓어지고 

곡선구간에서는 세그먼트의 간격이 상 으

로 좁게 형성된다(김민석, 2004).

(a)

(b)

FIGURE 3. 스캔된 도로 중심선 자료에 Douglas 
-Peucker 알고리즘 적용 결과; (a) 레이
저 스캐너에 의해 취득된 초기 자료의 형
상, (b) 알고리즘 적용 후 형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된 측 간의 거

리를 산정하고, 산정된 거리에 임계값을 부여함

으로써 직선과 곡선구간으로 자동 분리하 다.

2. 평면선형 설계요소 추출 알고리즘

도로의 평면선형은 도로의 사용성 측면에서 

직 으로 향을 미치며, 특히 평면선형의 

양부는 주행의 안 성과 직  련된다. 평면

선형 설계요소에는 직선, 원곡선, 완화곡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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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t square circle

(a)
      

least square circle

(b)

FIGURE 4. LSC 기법에 의해 결정된 원곡선; (a) 중심선 자료의 분포가 양호한 경우와 (b) 중심

선 자료의 분포가 불량한 경우의 예

3종류가 있으며, 완화곡선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으나 도로 설계에서는 자동차의 주행궤 과 

형상이 비슷한 클로소이드(clothoid) 곡선을 주

로 사용하고 있다.

평면선형 설계요소를 추출하기 해서는 1) 

IP 치 결정, 2) 원곡선의 반경(R) 결정, 3) 

완화곡선의 길이(L)  라미터(A)의 결정이 

순차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  도로 심선에 련한 자료를 자동 분리 

알고리즘을 용하여 직선  곡선구간으로 

분리하 다. 분리된 직선구간의 자료는 최소제

곱법에 의해 표본회귀선을 결정하는데 이용되

며, 결정된 회귀선에 의해 IP 치가 결정된

다. 한 곡선구간의 자료는 최소제곱법을 이

용한 LSC(least square circle) 피  기법에 의

해 원곡선에 련한 다 회귀방정식을 결정하

는데 이용된다. 그러나 그림 4(a)와 같이 원곡

선 구간의 심선 자료의 분포가 양호한 경우

에는 LSC 기법의 결과가 비교  정확하게 결

정되지만, 그 분포가 그림 4(b)와 같이 편 된 

경우에는 원곡선의 반경의 크기가 매우 크게 

결정되므로 신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자료의 편 에도 크게 향을 받지 않

는 원곡선의 심 좌표(, )와 원곡선 구간의 

도로 심선 좌표( , )간의 길이를 평균하여 

원곡선의 반경을 최종 으로 결정하 다.

한 직선과 원곡선 사이에 완화곡선을 설

치할 경우에는 직선과 원곡선을 직  속하

는 경우에 비하여 이정량( )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정량은 이미 결정된 원곡선의 심 좌

표에서 직선에 련한 두 개의 최소제곱선에 

내린 수선의 길이( )와 원곡선의 반경의 차이

로 설명될 수 있다. 한 각각의 이정량은 원

곡선의 반경과 시․종 부의 완화곡선의 길이

의 계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한 단  클

로소이드 곡선의 요소로 개하고, 시․종 부

에서의 단  클로소이드 곡선의 길이를 이용

하여 완화곡선의 라미터( )가 결정되고, 최

종 으로 완화곡선의 길이( )이 결정되어진다.

3. 종단선형 설계요소 추출 알고리즘

종단선형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요한 요

소는 교차 (VPI) 치와 종단곡선의 길이( )

이다. 교차 은 가거리( )에 따른 심선의 

높이( )의 분포에 있어서 상향  하향 직선

의 교차 이고, 이는 상향직선과 하향직선에 

련한 표본회귀식을 산정함으로써 결정되어

진다. 한 종단선형의 설계에 있어서 요한 

요소인 종단곡선의 길이를 산정하기 해서는 

우선 종단곡선이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2차 포물선 형태의 다 회귀방정식으로 

표 되는 종단곡선을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결정하 다.

현장관측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이  스캐닝을 한 연구

상지역은 울산 역시 남구에 소재한 두왕～무

거간 도로 4차로 확장공사 구간 내 직선, 완화

곡선, 원곡선을 모두 포함한 약 1km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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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3D 레이저 스캐너 형상

FIGURE 7. 원시 스캔자료의 형상

FIGURE 6. 레지스트레이션을 위한 타겟 배치 모습

선정하고, 2006년 7월에 장 측을 실시하

다. 본 연구 상지역은 2006년 말에 공용된 설

계속도 80km의 국도로 도로 선형이 매우 양

호하고, 측 당시 차량의 유출입이 없어 3차

원 이  스캐닝을 한 상지역으로 합

한 지역이고, 강성포장으로 설계되어 있어 연

성포장에 비해 이 의 반사강도가 뛰어나며, 

이로 인한 자료의 취득률도 높다.

1. 지상 기준점 측량

지상 기 은 자료 정합 과정을 거쳐 동일 

좌표계를 형성한 다  스캔 자료를 좌표로 

변환시키기 한 요한 요소로써, 아주 정

한 측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 기  측량을 해 토탈스테이션(SOKKIA 

SET230RK3)를 사용하 다. 한 최종 처리 

단계를 거친 스캔 자료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해 33개의 검사  측량을 실시하 다.

2. 3차원 레이저 스캐닝

본 연구에서 사용된 3차원 이  스캐 는 

Trimble사에서 제조한 GS 200 모델로 TOF 

측정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반사강도 18%의 

상물에 해 약 200m 거리까지 측정이 가능

하다. 한 532㎚ 장 의 가시  역의 

이 를 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칼라 정보

의 획득도 가능하다. GS200 모델의 형상은 그

림 5와 같다.

본 연구를 한 상 도로는 가드 일 형식

의 분리   차 망이 설치되어 있으며(그림 

5), 이로 인해 1개의 서  로젝트(sub- 

project)에 모든 횡단 구성요소를 포함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분리 를 기 으로 양

방향으로 복될 수 있도록 총 19개의 서  

로젝트로 나 어 스캐닝을 실시하 다. 한 

다  스캔 자료를 좌표로 변환시키기 

한 지상 기 을 시․종 부에 설치하 으며, 

연속된 다  스캔 자료의 정합을 해서 그림 

6과 같이 복된 치에 3개의 타겟을 설치하

고, 각각의 서  로젝트 작업과정에서 타겟

을 정 하게 스캐닝하 다.

하나의 서  로젝트 과정에서 취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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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지오레퍼런싱 결과

FIGURE 8. 타겟 중심 자동인식 모습

FIGURE 9. 레지스트레이션 결과

료는 3차원 치정보, RGB 정보, 반사강도 정

보를 포함하고 있고, 취득된 원시 스캔자료의 

형상은 그림 7과 같다.

3. 자료 처리

송된 자료의 처리는 Trimble사에서 개발

한 RealWorks Survey를 이용하 다. 처리 단

계에서는 지스트 이션  지오 퍼런싱을 

실시하 으며, 최종 으로 처리된 자료의 정확

도를 분석하 다.

지스트 이션 과정에서는 그림 8과 같이 

복된 치에 설치된 3개의 타겟을 정  스

캐닝한 자료는 운 자에 의해 타겟의 심이 

자동으로 결정되고, 이 게 결정된 3개의 타겟 

심을 이용하여 연속된 스캔 자료간의 상

인 치정합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료 정

합 과정을 거쳐 동일 좌표계를 형성한 다  

스캔 자료들은 과정을 통해 지상 기 과 결

합되어 상물의 좌표로 변환된다.

양방향별로 취득된 2개의 연속된 스캔 자료

를 지스트 이션 한 결과는 그림 9와 같고, 

그림 10는 1km 구간의 도로를 상으로 취득

된 다  스캔 자료를 정합하고, 최종 으로 지

오 퍼런싱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4. 정확도 분석

원시 자료들은 지스트 이션  지오 퍼

런싱 과정을 거치면서 3차원 공간상에서 회 , 

이동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으로 결

정된 3차원 자료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해서 

33개의 검사 과 비교․분석하 다. 본 연구에

서는 도로 심선상에 설치된 차 망 지주를 

검사 으로 사용하 으며, 3차원 이  스캐

에 의해 취득된 검사 의 자료의 형상은 그

림 11과 같다.

그 결과, 표 1과 같이 각 방향별 오차는 X

방향으로 -0.068～0.066m, Y방향으로 -0.096～

0.079m, Z방향으로 -0.007～0.090m로 나타났

고, 각 방향별 RMSE를 산정한 결과,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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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otal Station 3D Laser Scanner Errors

X(m) Y(m) Z(m) X(m) Y(m) Z(m)  (m) (m)  (m)

1 226138.494 222745.150 40.657 226138.554 222745.133 40.633 -0.060 0.017 0.024
2 226146.028 222742.530 40.863 226146.069 222742.481 40.798 -0.041 0.049 0.065
3 226153.604 222739.985 41.008 226153.591 222739.945 40.933 0.013 0.040 0.075
4 226238.912 222718.705 42.191 226238.916 222718.713 42.112 -0.004 -0.008 0.079
5 226326.388 222709.964 41.956 226326.369 222710.060 41.878 0.019 -0.096 0.079
6 226423.981 222713.184 40.048 226423.970 222713.185 39.970 0.011 0.000 0.078
7 226427.945 222713.471 39.931 226427.953 222713.470 39.872 -0.008 0.001 0.059
8 226431.942 222713.803 39.806 226431.924 222713.761 39.764 0.018 0.042 0.042
9 226435.903 222714.111 39.673 226435.879 222714.072 39.628 0.024 0.039 0.045
10 226439.923 222714.427 39.557 226439.865 222714.391 39.503 0.058 0.036 0.054
11 226443.889 222714.767 39.429 226443.840 222714.731 39.378 0.049 0.036 0.051
12 226447.880 222715.135 39.292 226447.817 222715.100 39.227 0.063 0.035 0.065
13 226511.520 222721.137 36.910 226511.485 222721.108 36.880 0.035 0.029 0.030
14 226515.490 222721.497 36.761 226515.467 222721.466 36.726 0.023 0.031 0.035
15 226519.477 222721.868 36.612 226519.439 222721.827 36.580 0.038 0.041 0.032
16 226523.464 222722.245 36.455 226523.421 222722.187 36.422 0.043 0.058 0.033
17 226527.420 222722.589 36.307 226527.392 222722.510 36.263 0.028 0.079 0.045
18 226531.390 222722.930 36.157 226531.344 222722.869 36.090 0.046 0.061 0.067
19 226511.520 222721.137 36.910 226511.454 222721.199 36.908 0.066 -0.062 0.002
20 226507.547 222720.768 37.058 226507.490 222720.829 37.047 0.057 -0.061 0.011
21 226503.565 222720.406 37.207 226503.510 222720.454 37.189 0.055 -0.048 0.018
22 226231.030 222720.126 42.133 226231.015 222720.143 42.043 0.015 -0.017 0.090
23 226058.040 222780.576 37.886 226058.121 222780.582 37.881 -0.081 -0.006 0.005
24 226051.037 222784.350 37.608 226051.105 222784.387 37.615 -0.068 -0.037 -0.007 
25 225970.886 222836.742 34.200 225970.846 222836.762 34.133 0.040 -0.020 0.067
26 225964.592 222841.677 33.946 225964.583 222841.710 33.902 0.009 -0.033 0.044
27 225958.325 222846.645 33.655 225958.340 222846.667 33.615 -0.015 -0.022 0.040
28 225899.808 222901.039 30.828 225899.769 222901.024 30.740 0.039 0.015 0.088
29 225894.352 222906.904 30.558 225894.377 222906.912 30.506 -0.025 -0.008 0.052
30 225888.981 222912.821 30.292 225889.041 222912.818 30.227 -0.060 0.003 0.065
31 225843.134 222968.247 27.923 225843.150 222968.191 27.876 -0.016 0.056 0.047
32 225838.277 222974.571 27.717 225838.303 222974.535 27.670 -0.026 0.036 0.047
33 225833.431 222980.923 27.518 225833.475 222980.884 27.452 -0.044 0.039 0.067

TABLE 1. 무 리즘 토탈스테이션과 3차원 이  스캐 에 의한 검사  성과 비교

check point

FIGURE 11. 스캔 자료에서의 검사점의 모습 FIGURE 12. 검사점의 각 방향별 오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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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Local system

O/S Windows XP

Map construction AutoCAD 2002

Document construction Hangul 2004, MS Excel 2003

Database construction MS Access

Development language Delphi 6.0

TABLE 2. 도로선형정보 추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성

FIGURE 13. 시스템 구성도

와 같이 X방향으로 ±0.041m, Y방향으로 

±0.041m, Z방향으로 ±0.025m를 나타내었다. 

이는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 에 명시된 

축척 1:500～1:600에서의 지상기  평면 치 

정확도 ±0.1m와 표고 정확도 ±0.05m 이내를 

만족하는 값들로 다양한 측량분야에 있어서 

그 활용성이 충분이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도로선형정보 추출 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로선형정보 추출 시

스템은 GUI(Graphical User Interface) 환경의 

로그램인 Delphi 6.0을 이용하여 개발하 으

며, 사용된 소 트웨어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개발된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13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로선형정보 추출 시

스템에서는 1) 기존 도로에 련한 데이터베

이스 정보 조회, 2) 도면  문서 자료의 수정 

 갱신, 3) 설계 자료가 없는 도로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4) 도로 심선 자료를 이용한 

평면선형  종단선형 설계요소 자동 추출 등

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구 된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메뉴바, 상태바로 구성되

며, 메뉴는 크게 Management 메뉴, Alignment 

메뉴, Estimate 메뉴, View 메뉴, Regulation 

메뉴로 구성되어진다. 한 개발된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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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시스템 흐름도

흐름은 그림 14와 같다.

Management 메뉴에서는 기존 도로에 련

한 데이터베이스 정보 조회와 도면  문서 

자료의 수정  갱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상 국도를 선택하여 로딩하면 해당 국도에 

련한 문서, 도면, 이미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된 각각의 자료들은 미리보기에 의

해 확인 가능하고, 자료의 탐색, 수정, 갱신을 

해서 자료별 소 트웨어 엔진과 연동될 수 

있게 하 다.

Alignment 메뉴에서는 기존 도로에 련한 

평면선형, 종단선형, 편경사 정보를 검색하여 

락된 정보의 입력  수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한 Estimate 메뉴에서는 3차원 도

로 심선 자료를 이용하여 도로 선형의 설계

요소를 자동 추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 메뉴에서는 도로 심선 자료를 직선  

곡선구간으로 분리하는 알고리즘을 용하여 

자료를 분리하고, 분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최

종 으로 도로 선형의 설계요소를 추출하게 

된다. 그림 15는 분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평면

선형 설계요소를 결정하기 한 계산과정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최종 으로 결정된 평면선형 설계요소와 실

시설계 당시의 설계요소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그 결과, IP 치는 X방향으로 0.001m, 

Y방향으로 0.748m의 차이를 보 으며, 곡선반

경()은 0.475m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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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분리된 자료를 평면선형 설계요소 

추출 알고리즘에 적용한 결과

정확한 도로 심선의 치 자료가 아닌 차

망의 치 자료가 이용됨으로써 최소제곱선의 

기울기 산정에 있어 미소한 차이를 발생시킨 

것으로 단된다. 한 도로 심선 시공 시 

발생되는 시공오차 등에 의한 차이도 포함하

고 있으며, 종래의 평면선형 설계요소 추출에 

련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정확

한 값으로 결정되었다(이종환, 2000; 이종출, 

2001; 정의환, 2001).

구 분 설계제원 추출제원 차이

IP
X(m) 222676.939 222676.938 0.001

Y(m) 226054.609 226053.861 0.748

곡선반경(m) 610 610.475 0.475

시 부 이정량(m) 1.924 1.869 0.055

종 부 이정량(m) 1.924 2.097 0.173

시 부
완화곡선길이(m)

167.869 165.478 2.391

종 부
완화곡선길이(m)

167.869 175.276 7.407

시 부 A 320 317.837 2.163

종 부 A 320 327.111 7.111

TABLE 3. 평면선형 설계제원과 추출된 제원 비교

종단 선형의 경우, 로딩된 자료는 본 연구에

서 개발된 분리 알고리즘을 용하여 좌측하

단에 입력되는 임계값에 따라 직선  곡선구

간의 자료로 자동 분리되며, 분리된 자료를 이

용하여 평면선형의 설계요소를 결정하기 한 

계산과정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16과 같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단선형 설계요소 추출

에 용하 으며, 종단선형 부문에서는 캔버스

(canvas)를 이용하여 선형의 형상을 쉽게 알 

수 있게 하 다.

FIGURE 16. 분리된 자료를 종단선형 설계요소 

추출 알고리즘에 적용한 결과

최종 으로 결정된 종단선형 설계요소와 실

시설계 당시의 설계요소를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종단곡선길이(L)는 3.318m, 종단곡선 변

화비율은 0.366의 차이를 나타내어, 시공오차 

등을 고려한다면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계요소 설계제원 추출제원 차 이

VPI
가거리(m) 1100.000 1102.038 -2.038

종 단 고(m) 45.920 45.884 0.036

종단곡선길이(m) 400.000 396.682 3.318

종단곡선변화비율(%) 54.795 54.429 0.366

TABLE 4. 종단선형 설계제원과 추출된 제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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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메뉴에서는 상 도로에 련한 비디

오 상 자료, 이미 작성된 3차원 시뮬 이션 

자료를 동 상으로 확인 가능하며, Regulation 

메뉴에서는 도로에 련된 규정을 검색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결  론

3차원 이  스캐 에 의해 취득된 자료를 

이용하여 재 된 도로 선형, 횡단 구성요소, 

편경사, 도로 3차원 모델링 자료 등을 치정

보로 하는 도로선형정보 추출 시스템을 개발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먼 , 도로 심선 자료를 직선  곡선구간으

로 자동 분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 수

동으로 결정된 이 의 방식에 비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설계요소의 추출에 있어서 

상이한 구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발생될 수 있

는 오차를 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선형의 설계요소 추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상 도로에 용한 결

과, 설계 자료와 미소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 종래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정확한 값으로 결정되었다. 한 가상 주행 시

뮬 이션을 통해 지형과 구조물이 3차원 으

로 조화되는 시각  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로선형정보 추출 시

스템을 이용하여 기존 도로에 련한 데이터

베이스 정보 조회, 도면  문서 자료의 수정 

 갱신, 설계 자료가 없는 도로의 데이터베이

스 구축, 도로 심선 자료를 이용한 평면선형 

 종단선형 설계요소 자동 추출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도로 리통합

시스템이 이정 리체계에 을 둔 과 비

교해 볼 때, 설계도서의 분실 는 훼손 그리

고 각종 재난으로 인해 도로가 유실된 경우 

도로 선형정보의 자동 추출이 가능한 장 을 

지닌다.

향후, 도로에 련한 다양한 자료의 체계

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웹기반의 운 로그

램을 개발함으로써, 효율 인 도로 유지 리

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도로안

진단에 있어서 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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