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17(3) 2014, pp. 82-92
http://dx.doi.org/10.11108/kagis.2014.17.3.082

지상 LiDAR를 이용한 토공 사면의 안정성 평가
김희규1·노태호2※

Evaluation for Earthwork Slope Safety 
Using Terrestrial LiDAR
Hee-Gyoo KIM1·Tae-Ho ROH2※

1

요    약 

건설공사에서 흙을 주재료로 하는 비율은 상당히 많으며, 구조물의 형태 및 기초 등의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토공은 사회기반시설의 중요 구조물을 구성하고 이러한 구조물들은 

시공 시행당시 보다 완성된 형태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공에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사면에 대한 안정성 평가 자료를 지상 LiDAR로 취득할 경우의 정확도, 경제성,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 실험을 통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토

털스테이션과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관측한 결과, 수평위치오차 RMSE는 ±2.2cm, 수직위치오

차  RMSE는 ±3.0cm로 분석되었으며, 공공측량 작업 규정의 허용범위와 비교한 결과 충분히 정

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공 사면의 안정평가 자료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검토단면의 추출을 지상 LiDAR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출 할 수 있었으

며, 이러한 추출 결과들은 토공 사면 안정평가자료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리라 판단된다. 

주요어 : 지상 LiDAR, 토공, 사면 안정, GIS, 공간분석 

ABSTRACT

The ratio of using soil as the main material in construction is quite numerous, and it 

covers many parts in forms and bases of the structure. Thus, the earthwork forms 

many structures for social infrastructure, and the stability of these structures is most 

crucial when completed than under construction. This study executed a field 

experiment to evaluate the accuracy and utility of the slope, which is an important 

part in earthwork, when terrestrial LiDAR is obtain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as the result of the observation using Total Station and terrestrial LiDA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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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 error RMSE was ±2.2cm, and the vertical error RMSE was ±3.0cm. As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between the errors and permissible range of public surveying 

regulation, it sufficiently secure the accuracy. Also, the extraction of the check 

section, which covers the most important part among the stability checks could be 

scientifically and rationally processed, and these extraction results are expected to be 

provided as important basic materials for the earthwork slop stability evaluation.

KEYWORDS : Terrestrial LiDAR, Earthwork, Slope Safety, GIS, Spatial Analysis

서  론

토공이란 흙을 쌓거나 파는 것과 관련된 일, 
목재, 철재, 석재, 흙, 시멘트 따위를 이용하여, 
도로, 제방, 교량, 항만, 철도 등을 건설하고 유
지하는 온갖 공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3.). 
건설공사에서 흙을 주재료로 하는 비율은 상당
히 많으며 구조물의 형태 및 기초 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토공은 사회기반시
설의 건설에 중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
므로 이러한 구조물들은 시공 시행당시 보다 
완성된 형태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한, 토공 경사면 안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경
사계, 신축계, 변형률계, 기타 센서로 이루어진 
장비들의 조합인 계측장비로서 계측하므로 시
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
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토털스테이션에 의한 
관측에는 측점 개수와 접근 불가능한 곳의 측
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최근 다용도
로 활용할 수 있는 LiDAR(Hudak et al., 
2009)를 이용하여 토공 안전성 평가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LiDAR에 의한 3차원 위치해
석은 지형공간분야 뿐만 아니라 GIS DB 구축
(Yoon et al., 2007), 유역의 모니터링(Kang 
et al., 2006), 도로분야(Chang  et al., 2005; 
Walters et al., 2005; Yun et al., 2006; 
Tomoyo et al., 2010), 지형복원(Woo et al., 
2011), 토석류 발생가능성 분석(Lee et al., 
2010)등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특
히 사면에 대한 지상 LiDAR의 활용 연구를 살
펴보면 지상 LiDAR와 토털스테이션의 관측값

들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지상 LiDAR의 사면모
니터링의 효용성을 평가(Yoo et al., 2008)하
였고, 항공 LiDAR 획득 자료의 최소 점밀도를 
제시하여 대상물의 모델링 가능성을 정성적 및 
정량적 방법으로 평가하였다(Han et al., 
2003). 또한, 지상 LiDAR로서 접도사면의 위
험평가요소를 GIS에 의하여 관리 가능함을 제
시하였으며(Jang et al., 2006), 암반사면의 절
리를 지상 LiDAR로 관측한 결과를 클리노미터
와 비교·분석한 연구(Lee, 2005)와 항공 
LiDAR를 이용하여 산사태 예측 가능성 분석에 
대한 연구(Shin et al., 2004;  Glenn et al., 
2006; Yoich et al., 2007; Booth et al., 
2009; Lee et al., 2009) 및 항공 LiDAR에 
의한 산사태 특성을 연구한 결과(Razar et al.,  
2011), 항공 LiDAR의 자료로서 지형의 침식
과 퇴적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도 있다
(Sankey et al., 2010).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토공에 대한 공간적 자료 및 활용
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는 사면에 대한 공간 자료를 지상 LiDAR로 취
득할 경우의 토털스테이션과의 비교 정확도를 
분석하며, 속성자료를 통한 공간분석으로 사면 
자료를 구축하여 토공 사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LiDAR 자료의 취득원리

1. 측정원리에 따른 분류

1990년대 초부터 활용이 시작된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의 자료는 높

은 정확도, 기존 측정방식에 비하여 점 자료 취

득의 자동화, 자료 정확도의 안전성 등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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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사례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 LiDAR 자료 

취득은 레이저 파장을 사용하여 3차원 위치정

보를 취득하고 있으며, 그 원리는 회전거울에 

의한 레이저의 편향, 대상물 표면에서의 레이저

의 반사 그리고 레이저의 수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3차원 위치정보의 획득을 

위해서 레이저의 주사거리, 측정 정확도, 대상

물의 규모, 스캐닝 속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측정방식의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해야 한다. 측

정원리에 따라 TOP(Time Of Flight) 방식, 위

상변위방식, 삼각측량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러

한 측정원리는 거리 및 범위, 측정 정확도, 스

캐닝 속도에 있어서 표 1과 같은 특징을 가진

다. 본 연구에서는 측량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활

용하고 있는 TOF 방식을 사용하였다.

Measurement 
technologies

Range
(m)

Accuracy
(mm)

Speed

TOF
< 100 < 10

Slow
< 1,000 < 20

Phase shift < 100 < 10 Fast

Triangulation < 5 < 1 Fast

TABLE 1. Charactertistics of LiDAR 

depended on measurement 

technologies

  

2. TOF 방식

TOF 방식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송신된 레이

저가 대상물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적 차이를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

으로 송신부, 수신부, 처리부로 구성되어진다.

FIGURE 1. Principle of distance survey 

using transmitted and received signals in 

the TOF method

송·수신되는 경과시간 이다. 

여기서 은 송신된 주파수가 에서 로 변할 

대의 시간이며, 는 수신된 주파수가 에서 
로 변할 때의 시간이다. 따라서 경과된 시간에 

빛의 속도()를 곱하면 왕복거리가 산출되며, 

측정 대상물까지의 거리는 식 (1)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Kim, 2007).



×
                       (1)

토공 사면의 안정성 평가 인자

토공 사면의 안정평가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서는 우선 사면경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할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면 안정성에 관련되는 인자들을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이 조사되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6; Oh, 2010).

Category Factors

Topographic
data

Elevation, Slope, Aspect, TWI, SPI, 
Shape of slope, Curvature 

Forest data
Timber type, Timber diameter, Timber 
age, Timber density

Soil data
Drainage, Thickness, Material, 
Texture 

Land cover data
Farm, Forest, Grassland,
Wetland

Land use data
Residential area, Industrial area, 
Commercial area, Field

Geological data
Condition, Fault, Sand, Clay, 
Mud

Etc.
Facility of drainage, Collapse history, 
Facilities of slope, Cut slope

TABLE 2. Factors of slope safety

또한, 토공에 대한 장대사면경사의 기준 설계 

예를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Korean 

Geotechnical Society,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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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xample of design for 

earthwork slope

실험 및 분석

1. 연구지역의 위치 및 관측장비제원

지상 LiDAR에 의한 토공 사면의 안정평가자

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은 계획 흐

름도를 설계하여 실험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URE 3. Flow chart in study

본 연구지역 위치는 그림 4와 같이 부산광역

시 남구 소재의 최근 성토와 절토가 동시에 취

해지는 곳을 선정하여 관측을 실시하였으며 연

구지역 전경은 그림 5와 같다. 

FIGURE 4. Location of test field

FIGURE 5. View of test field

연구지역의 기준점 측량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하여 관측하였고 

측정 장비의 제원과 실험 광경은 표 3 및 그림 

6과 같으며, 자료의 구축은 지상 LiDAR로 관측

하였고 측정 장비의 제원과 실험 광경은 표 4 

및 그림 7과 같다. 또한, 구축 자료의 정확도 검

증은 토털스테이션으로 수행하였으며 측정 장비

의 제원과 실험 광경은 표 5 및 그림 8과 같다.

GPS

Model Topcon HiPer V

Signals 

GPS
L1 CA, L1/L2 P Code, L2C
GLONASS
L1/L2 CA, L1/L2 P Code

Accuracy

Static L1+L2
H : 3mm+0.5ppm
V : 5mm+0.5ppm
RTK L1+L2
H : 10mm + 1ppm
V : 15mm+1ppm

TABLE 3. Specifications of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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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View of GPS

LiDAR

Model Topcon GLS-1500

Maximum range 90%(330m)

Minimum range 1m

Target precision 3″(50m)

Spot size < 6mm(1∼40m)

Type TOF

Laser degree Class 1

Sample density 1mm(20m)

TABLE 4. Specifications of LiDAR

FIGURE 7. View of LiDAR

Total station

Model Topcon 7001i

Length 150mm

Diameter 45mm(EDM 50mm)

Magnification 30×

Vision 1°30′

Resolution 2.5″

Prism ±(2mm+2ppm×D)

Non prism 1.5m∼over ±(5mm)

TABLE 5. Specifications of Total Station

FIGURE 8. View of Total Station

2. 정확도 분석

본 연구의 세부 관측에 앞서 GPS를 이용하

여 기준점 측량을 시행하였으며 기준점에 의하

여 LiDAR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지역을 측정하

였다. 측정 당시의 점 밀도 간격이 매우 조밀하

게 측정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0.5m의 점 밀

도로 샘플링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결과 그림 9

와 같이 측정되었고 30개의 검사점을 선정하여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토털스테이션과 지상 LiDAR을 이용하여 검사

점 30개를 관측한 결과, 표 6과 같이 수평위치

오차 RMSE는 ±2.2cm, 수직위치오차  RMSE

는 ±3.0cm로 분석되었으며, 이 오차들을 요약

하면 그림 10과 같다.

FIGURE 9. Result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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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Total station(Unit : m) LiDAR(Unit : m) Errors(Unit : m)

X Y Z X Y Z ΔX ΔY ΔZ

1 211035.435  278242.711 17.288 211035.406  278242.730 17.347 -0.029 0.019 0.059 

2 211028.413 278240.011 21.949 211028.406 278240.028 21.934 -0.007 0.017 -0.015 

3 211018.899 278240.034 26.211 211018.913 278240.011 26.205 0.014 -0.023 -0.006 

4 211038.944 278252.151 17.011 211038.953 278252.149 17.082 0.009 -0.002 0.071 

5 211028.033 278249.599 21.655 211028.040 278249.585 21.656 0.007 -0.014 0.001 

6 211018.911 278247.371 26.166 211018.901 278247.369 26.171 -0.010 -0.002 0.005 

7 211038.134 278263.506 17.029 211038.156 278263.514 17.034 0.022 -0.008 -0.05 

8 211027.655 278262.088 21.211 211027.648 278262.072 21.206 -0.007 -0.016 -0.005 

9 211017.955 278260.566 26.055 211017.933 278260.591 26.065 -0.022 0.025 0.010 

10 211037.128 278274.176 16.679 211037.118 278274.152 16.692 -0.010 -0.024 0.013 

11 211027.379 278272.855 20.699 211027.377 278272.864 20.682 -0.002 0.009 -0.017 

12 211017.225 278271.688 26.000 211017.225 278271.679 25.984 0.000 -0.009 -0.016 

13 211037.136 278282.998 16.488 211037.131 278282.988 16.502 -0.005 -0.010 0.014 

14 211026.955 278282.219 20.311 211026.942 278282.206 20.336 -0.013 -0.013 0.025 

15 211016.599 278280.588 25.911 211016.582 278280.567 25.812 -0.017 -0.021 -0.099 

16 211036.253 278296.554 16.333 211036.252 278296.533 16.288 -0.001 -0.021 -0.045 

17 211025.641 278299.622 19.811 211025.638 278299.599 19.812 -0.003 -0.023 0.001 

18 211013.698 278302.788 25.085 211013.697 278302.752 25.085 -0.001 -0.036 0.000 

19 211031.177 278304.877 19.599 211031.172 278304.875 19.610 -0.005 -0.002 0.011 

20 211025.645 278317.312 24.688 211025.637 278317.306 24.683 -0.008 -0.006 -0.005 

21 211010.388 278319.523 30.111 211010.394 278319.502 30.108 0.006 -0.021 -0.003 

22 211046.154 278308.899 19.345 211046.148 278308.880 19.354 -0.006 -0.019 0.009 

23 211036.603 278318.881 24.111 211036.600 278318.892 24.148 -0.003 0.011 0.037 

24 211027.033 278324.575 29.252 211027.043 278324.555 29.253 0.010 -0.020 0.001 

25 211070.278 278312.899 18.903 211070.267 278312.884 18.894 -0.011 -0.015 -0.009 

26 211053.551 278322.611 23.789 211053.552 278322.593 23.779 0.001 -0.018 -0.010 

27 211050.077 278329.137 28.222 211050.057 278329.107 28.218 -0.020 -0.030 -0.004 

28 211094.855 278316.588 18.334 211094.858 278316.576 18.370 0.003 -0.012 0.036 

29 211079.348 278328.255 23.625 211079.340 278328.243 23.626 -0.008 -0.012 0.001 

30 211078.621 278335.366 28.111 211078.634 278335.345 28.103 0.013 -0.021 -0.008 

Comparison of results

MAX -0.029 -0.036 -0.099

MIN 0.000 -0.002 0.000

RMSE 0.022 0.030

TABLE 6. Result of measurement

FIGURE 10. Result of directional error

분석된 정확도의 실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 7과 같이 규정된 공공측량 작업 규정 제 74

조 ②(2012. 12. 21)항의 허용범위와  비교하

였다.

Division
Distance

(m) Elevation Remark

Plane 
area L/500

2cm +

5cm




L L :  
Distance 

from 
center 

station to 
object 
station

Mountain 
area

L/300
5cm + 

15cm



L

TABLE 7. Tolerance of observation on 

cross-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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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대상지에서 사면의 연장이 약 50m정도 

되므로, 수평오차 허용범위는 ±10cm, 수직오

차의 허용범위는 ±5.5cm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분석된 수평위치 오차 ±2.2cm, 수직오차 

±3.0cm와 비교한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충분

히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효용성 분석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토공 사면의 안정평

가자료의 취득 및 활용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토공 사면의 안정평가자료의 중요한 요소인 토

공 사면 경사를 추출하였다. 횡단면의 설정 단

면은 그림 11과 같으며 취득된 횡단면들중 한 

개의 단면의 추출결과는 그림 12와 같이 정확

하게 취득됨과 소요시간 또한 짧은 시간에 검

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1. Location of cross sections

FIGURE 12. A-A' cross section

또한, 토공 사면의 안정평가 자료중 가장 중

요한 자료는 토공 사면의 검토단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검토단면의 추출 인

자를 표 2를 참고로 하여 설정하였다. 검토단면 

선정에 관한 추출 인자의 과정을 나타내면 그

림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

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지역의 

DEM(Elevation), 경사(Slope), 경사면을 추출

하여 지형의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그림 14∼

그림 16과 같다. 그 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그림 17과 같은 사면의 곡률은 오목형, 

평형, 볼록형 사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사

도가 동일할 경우 오목형 사면은 평탄한 사면

보다 더 많은 수분을 함유할 수 있으므로 산사

태에 취약한 경향을 추출할 수 있다. 또한, 그

림 18과 같은 TWI(Topographic Wetness 

Index)는 지표면의 물의 유동 및 함유지의 공

간적 패턴을 유추할 수 있는 요인으로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완만한 경사인 곳보다 배수 상

태가 좋으므로 물을 함유할 가능성이 낮다. 그

리고 그림 19의 SPI(Stream Power Index) 

경우는 지표면의 단위 면적당 물의 유출량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물의 유출에 따른 퇴적

물의 이동 및 침식률을 유추할 수 있는 요인으

로서 단위격자길이의 경사면 면적과 지표면 한 

점에서의 경사의 곱으로 산정되며, 볼록한 사면

의 침식률 및 오목한 사면의 퇴적률을 예측할 

수 있다(Wilson and Gallant, 2000). 이러한 

인자들을 토대로 검토단면을 선정함에 있어 주

의점은 지형의 형세, 적용 대상의 규모, 토질 

조건, 배수 조건, 경사의 형태 등 매우 다양한 

항목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므로 이러한 인자들

의 가중치를 어느 지역에서나 일괄적으로 적용

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체계의 한 방법인 계층분석과정을 적

용하여 각 항목들의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GIS 공간분석으로서 검토단면을 시험적으로 두 

단면을 추출하였고, 최종 중첩된 결과를 토대로 

검토단면을 추출한 결과는 그림 20과 같이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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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lgorithm for extraction of 

check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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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Result of ele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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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Result of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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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Result of aspect

FIGURE 17. Result of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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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Result of TWI

SPI
0 - 43
43 - 86
86 - 130
130 - 173
173 - 216
216 - 259
259 - 302
302 - 346
346 - 389
389 - 432
No Data

0 50 100 Meters
S

N

EW

FIGURE 19. Result of SPI

FIGURE 20. Result of check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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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단면도를 

추출하였으며 추출 결과는 그림 21 및 그림 22

와 같이 추출되었다. 

FIGURE 21. Check section(left)

FIGURE 22. Check section(up)

  추출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측정

하는 종단 선형의 직각방향으로 측정하는 횡단 

선형과는 형태가 다른 횡단 선형으로 두 단면

(왼쪽 단면과 위쪽 단면) 모두 추출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횡단면도 측정 자료로는 검토단

면의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분석이 어

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

과로서 토공사면 안정자료에 중요한 기초자료

로 제공되리라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토공에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

지하는 사면에 대한 안정성 평가 자료를 지상 

LiDAR로 취득할 경우의 정확도 및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 실험을 통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지상 LiDAR와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하

여 검사점 30개를 관측한 결과, 수평위치오차 

RMSE는 ±2.2cm, 수직위치오차  RMSE는 

±3.0cm로 분석되었으며, 공공측량 작업 규정

의 허용범위와 비교한 결과 충분히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토공 사면의 안정평가 자료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검토단면의 추출을 과학적이

고 합리적으로 추출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추

출 결과들은 토공 사면 안정평가자료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리라 판단된다.

향후, GIS 기반의 토공 안정을 평가할 경우, 

공간 분석에 적용될 의사결정에서 체계적이며 

세분화된 자료들이 입력된다면 더욱 합리적인 

토공 안정 평가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할 것이

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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