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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설, 의료, 컴퓨터 그래픽스, 도시공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3차원 공간모델이 이용되고 있

다. 특히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최근 스마트시티,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과 같은 고품질의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보다 손쉽고, 간편하게 취득하기 위

하여 MMS, UAV와 같은 관측기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두 자료를 통합하여 3차원 모

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관측기술 적용 시 발생하는 원시자료 취득센서, 점군 자료생성 방식 

및 관측정확도 간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최적의 정합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일반적인 3차원 모델의 자동정합에 사용되는 ICP(Iterative Closet Point) 기법을 통한 MMS

와 UAV 점군 데이터 간 자동정합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여의도 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설정

하고 UAV 영상을 취득 후 점군 자료로 변환하였다. 그 후 대상지역을 총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

여 MMS 관측을 수행하였으며, UAV 점군 자료를 기반으로 각 구역에서 관측된 MMS 점군 자료

와 수동정합하고 이를 ICP 기반으로 자동정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보다 엄밀하게 ICP 기반의 

자동정합 성능을 판단하기 위하여 각 구역별로 데이터 중첩률, 노이즈 레벨 등의 변수를 다르게 

하여 비교를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ICP 기반의 자동정합 시 데이터 중첩률이 높고, 노이즈 레벨

이 낮을수록 더 높은 정확도로 정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3차원 공간모델, 자동정합, ICP, MMS, UAV

ABSTRACT

3D geo-spatial model have been widely used in the field of Civil Engineering, Medical, 
Computer Graphics, Urban Management and many other. Especially, the demand for high 

2019년 12월 26일 접수 Received on December 26, 2019 / 2019년 12월 26일 수정 Revised on December 

26, 2019 / 2019년 12월 26일 심사완료 Accepted on December 26, 2019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의 2019년도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사업 및 수요처 맞
춤형 실감형 3D 공간정보 갱신 및 활용지원 기술개발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습니다.

1 ㈜지오스토리 신사업기획팀 Geo-Spatial Information Planing Team, Geostory Co. Ltd.
2 강원대학교 건축·토목·환경공학부 Dept. of Civil Engineer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E-mail : geodesy@kangwon.ac.kr



Automatic Registration of Point Cloud Data between MMS and UAV using ICP Method230

quality 3D spatial information such as precise road map construction has explosively 
increased, MMS and UAV techniques have been actively used to acquire them more 
easily and conveniently in surveying and geo-spatial field. However, in order to perform 
3D modeling by integrating the two data set from MMS and UAV, its so needed an 
proper registration method is required to efficiently corre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raw data acquisition sensor, the point cloud data generation method, and the observation 
accuracy occurred when the two techniques are applied. In this study, we obtained UAV 
point colud data in Yeouido area as the study area in order to determine the automatic 
registration performance between MMS and UAV point cloud data using ICP(Iterative 
Closet Point) method. MMS observations was then performed in the study area by 
dividing 4 zones according to the level of overlap ratio and observation noise with based 
on UAV data. After we manually registered the MMS data to the UAV data, then 
compared the results which automatic registered using ICP method. In conclusion, the 
higher the overlap ratio and the lower the noise level, can bring the more accurate 
results in the automatic registration using ICP method.

KEYWORDS : 3D geo-spatial model, Automatic registration, ICP, MMS, UAV

서  론

3차원 공간모델(3D geo-spatial model)은  

건설, 의료, 컴퓨터 그래픽스, 도시공간 관리 등 

현실과 3차원 가상공간을 연계하는 중요 도구로

써, 2차원 공간모델에 비해 그 활용성과 적용성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Kang and 

Hwang, 2014). 특히 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에

서는 최근 스마트시티,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과 

같은 고품질의 3차원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보다 손쉽고, 간편

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MMS, UAV와 같은 관측

기술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Schnabel and 

Klein, 2007).

3차원 공간모델의 구축 방법 중 가장 효율적

인 방법으로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MMS 

Point Cloud, UAV 관측영상 등의 원시데이터

를 연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

만, 두 관측기술 간 점군 자료 생성 시 발생하

는 원시자료 취득센서, 점군 자료생성 방식 및 

관측정확도 간의 차이를 효율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최적의 정합방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3차원 모델링은 비접촉식 광학 

스캐너 또는 영상자료를 통해 측정된 대상의 3

차원 형상을 복원하는 기술이다(Jung and 

Chang, 2014). 이러한 관측센서들은 한 번의 

측정을 통해 관측대상물의 일정 부분의 형상만을 

측정할 수 있는데, 온전한 3차원 공간모델을 생

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측정 혹은 서로 다른 

센서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정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MMS나 UAV 관측자료들

의 일반적인 취득형태가 점군 데이터(point 

cloud)로 얻어지기 때문에 이기종 센서 간 효율

적적인 점군 정합(point cloud registration)이 

필수적인 사항이다(Kim et al., 2018).

점군 정합이란 하나 혹은 여러 물체를 대상으

로 다수의 장소에서 획득한 점군 자료를 단일한 

좌표계 상으로 배열하는 것으로서, CAD 품질검

사, 역설계, 3차원 프린팅 및 공간정보 분야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3차원 

공간모델 생성을 위한 점군 정합에서 가장 중요

한 요소는 정합 후 좌표정확도로서 이는 각 점

군 자료 간 중첩률(overlap ratio) 및 노이즈 

레벨(noise level)의 영향이 매우 크므로, 높은 

정확도의 점군 정합을 위해서는 중첩률이 높고, 

노이즈가 적은 점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Kim 

et al., 2018). 하지만 현재 MMS 및 UAV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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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료 취득 시 이러한 중첩률과 노이즈 레벨

에 대한 명확한 판단근거가 없어 정확도 높은 3

차원 공간모델 생성을 위한 현장 관측 계획 수

립 및 자료처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

인 3차원 모델의 자동정합에 사용되는 ICP 

(Iterative Closet Point) 기법을 활용하여 

MMS와 UAV 점군 자료 간 자동정합 시 자료

별 중첩률과 노이즈 레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먼저 여의도 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UAV 영상을 취득 후 점군 자료로 변

환하였다. 그 후 대상지역을 총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MMS 관측을 수행하였으며, 각 구역

별로 데이터 중첩률, 노이즈 레벨 등의 변수를 

다르게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후 UAV 점

군 자료를 기반으로 각 구역에서 관측된 MMS 

점군 자료와 수동정합하고 이를 ICP 기반으로 

자동정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3차원 공간모델 구축에 필요

한 점군 자료를 다양한 이기종 센서를 통해 보

다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도 높은 3차원 공간모델 

생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취득

1.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서울 여의도 지역을 대상으로 

UAV 및 MMS을 통한 점군 자료를 취득하였다. 

이 지역은 점군 정합을 위한 특징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물이 밀집된 지역이며, 점군 자료의 

노이즈로 고려가 가능한 가로수 등의 수목이 산

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본 연구의 핵심사항은 

중첩률과 노이즈 레벨을 구역별로 설정할 수 있

는 최적의 지역으로 판단되어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대상지역

을 나타낸 그림이며, 모든 점군 자료의 좌표계

는 WGS 1984 UTM Zone 52N 좌표계로 설

정하여 취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UAV 영상을 취득 

후 점군 자료로 변환하였으며, MMS 장비를 이

FIGURE 1. Study Area(around Yeouido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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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대상지역을 총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MMS 관측을 수행하였다. 그 후 UAV 점군 자

료를 기반으로 각 구역에서 관측된 MMS 점군 

자료와 수동정합하고 이를 ICP 기반으로 자동

정합한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중첩률 및 노이즈 

레벨에 따른 ICP 기반의 자동정합 성능을 판단

하기 위하여 각 구역별로 MMS 자료의 중첩률, 

노이즈 레벨 등의 변수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2. UAV 점군 자료 취득

연구대상지역의 UAV 점군 자료 취득을 위하

여 ㈜시스테크의 K-Mapper 드론 플랫폼을 활

용하여　대상지역의 영상정보를 취득하였다. 영

상의 정확도 향상과 정합과정에서 기준점 역할

을 제공하는 지상기준점은 Network-RTK 방

식 중 하나인 VRS 측위를 통해서 취득되었으

며, 영상 내 좌표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되었다. 총 18개

의 위치에서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을 수행

하였으며, 각 기준점의 위치는 건물 모서리, 횡

단보도, 도로 상 변곡점 등과 같이 영상에서 명

확하게 구분이 되는 특징점을 선점하여 VRS 측

량을 수행하였다.　

연구를 위해 이용된 UAV의 제원은 표 1과 

같으며, 약 5㎏의 중량으로 최대 30분의 비행 

및 4K 해상도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연구대

Content Specification UAV
Size and Weight 1800×1230×250㎜ / 5.0㎏

Payload 1㎏
RC Frequency 2.4GHz
Communication LTE

Max Speed 50㎞/h(13m/s)
Battery Li-Ion 10000mAh

Image Sensor
SONY A6000
(24M pixel) 

TABLE 1. UAV and Camera Specification Information for this study

FIGURE 2. Aerial imageries taken using a U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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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역에서 UAV를 이용하여 촬영된 항공영상

은 그림 2와 같다.

UAV 기반의 점군 자료 생성은 항공사진측량 

기법을 이용하여 수행되는데, 촬영된 항공영상

의 외부표정을 위해 지상기준점을 입력하고, 영

상 매칭을 통해 점군 자료를 추출한다. 본 연구

에서는 점군 자료 추출을 위하여 Pix4D 사의 

Pix4DMapper를 이용하였다. 

UAV로 촬영된 항공영상에는 이미지 정보와 더

불어 UAV의 카메라 정보와 WGS84 기준 경위

도, 고도, IMU(Inertial Measurement Unit)데이

터 등이 함께 기록된다(Fouche and Malekian, 

2018). 이러한 이미지 정보와 UAV에 대한 위

치 및 자세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지들 간의 특징

점을 추출하는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알고리즘과 동일한 사물 또는 장

면에 대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촬영한 영상의 

특징점들 간의 기하학적 관계인 Epipolar 

Geometry가 적용된 SFM(Structure From 

Motion) 알고리즘을 통해 3차원의 점군 자료를 

얻을 수 있다(Xu et al., 2018; Kim et al., 
2019). 

대상지역에서 취득된 항공영상은 비행고도 약 

100m 상공에서 촬영되었으며, 총 73장의 연직

촬영(Nadir) 영상이다. 각 영상의 내부표정 요

소는 K-mapper에 부착된 임무장비의　카메라

의 로그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다만 렌즈왜곡 

계수는 타이 포인트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산출

하여 적용했다. 영상 데이터셋은 JPEG 포맷 영

상이며,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EXIF 정보를 이

용하여 영상에 포함된 경위도 및 고도(m) 위치

정보를 추출했다. 개별 영상의 회전각을 추출하

기 위해 경위도로 획득된 위치 정보를 UTM 좌

표로 변환한 후, 영상간의 이동거리를 m 단위로 

계산하여 회전각을 계산했다. 최종적으로 추정

된 회전각이 포함된 자세정보와 영상의 위치 정

보를 초기값으로 하여 IBA 기법(Rhee et al., 
2018)을 적용한 센서모델링을 수행한 후 스테

레오 영상 정합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점군 자

료를 추출한다. 그림 3은 연구대상지역에 대하

여 취득된 UAV 점군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3. MMS 점군 자료 취득

MMS는 지형정보 및 시설물정보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 유지, 관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존 

측량 방법과 대비하여 비용 및 시간 면에서 경

제적인 효율성 및 향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첨단정보 시스템이다. CCD 카메라, 레이저 스

캐너, 비디오 카메라 등의 Vision System과 

GPS 수신기, IMU, DMI 등의 Navigation 및 

FIGURE 3. UAV-based Point Cloud Data in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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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ing System을 탑재하여, 도로상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지형지물정보를 획

득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Park and Lee, 2014). 

연구대상지역의 MMS 점군 자료 취득을 위하

여 Optech 사의 Lynx V200 장비를 활용하였

다. 본 장비의 시스템 구성은 라이다 센서 2대

와 컨트롤 랙, GPS와 IMU, 디지털카메라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그림 4와 같다.

일반적으로 MMS를 활용한 공간정보 구축은 

FIGURE 4. Lynx V200 Mobile Mapping System

FIGURE 5. Flowchart of MMS Data Processing(Park and Le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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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취득, 경로 후처리, 점군 자료 추출 및 

영상 매칭, 정보추출, 결과물 산출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며, 그림 5는 이를 나타낸 것이다.

MMS를 활용한 점군 자료 구축을 위해 

Applanix POSPac을 이용하여 GPS, IMU, 

DMI 데이터에 대한 후처리를 수행하였다. GPS 

처리를 위한 기준점으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서

울 위성기준점의 1초 관측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후 후처리된 주행경로를 기준으로 취득 영상

과 LiDAR에서 얻어진 점군 자료를 GPS 시간

으로 동기화시켜 매칭하였다. 

최종적으로 상기의 MMS 자료처리를 통하여 

점군 자료를 생성하고 UAV 점군 자료와 정합

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ICP 기법의 최적 적

용을 위한 관측자료 취득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서는 정확도를 좌우하는 중첩률과 노이즈 레벨

의 영향도를 도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구대상

지역 내 MMS 점군 자료셋을 서로 상이한 중첩

률과 노이즈 레벨을 갖도록 구분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상지역을 총 4개의 구역으

로 구분하여 MMS 점군 자료를 구축하였다.

각 구역별로 15%, 20%, 55% 및 100%의 

데이터 중첩률을 가지는 점군 자료에 대하여 각

각 Low, Medium, High의 3단계 노이즈 레벨

의 변수를 가지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으며, 각각

의 구역에 대하여 자동정합 오차를 산출하기 위

FIGURE 6. MMS-based Point Cloud Data in study area

Data Set No. of Points Area (m × m) Overlap Ratio Noise Level

UAV 1,356,362 532 × 555 - -

MMS1 390,984 408 × 378 15% Low 

MMS2 664,592 170 × 168 100% High 

MMS3 527,828 320 × 263 20% High

MMS4 509,512 246 × 256 100% Low 

Merged
(MMS 1-4)

2,092,916 562 × 676 55% Medium

* Overlap ratio : Overlap Percentage of MMS point cloud data with UAV point cloud data
* Noise level : Composition ratio of objects (colonnade etc.) that can generate noise in MMS data

TABLE 2. Variable Information for each point cloud data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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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미리 설정한 타겟 포인트를 활용하여 수동으

로 정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아래의 그림 6은 

본 연구에 취득된 MMS 점군 자료를 나타낸 것

이며, 표 2는 각 MMS 점군 자료의 변수 정보

를 표현한 것이다.

이후 이렇게 변수별로 설정된 MMS 점군 자

료를 UAV 점군 자료를 기반으로 수동정합하고 

이를 ICP 기반으로 자동정합한 결과와 비교하

게 된다.

결과 및 분석

1. ICP 알고리즘

3차원 공간상에서 특정 객체군 또는 특정 방

향에 대하여 점군 자료를 취득하면, 이 자료는 

자체적인 지역좌표계(local coordinate system)

을 가진다. 하지만 일부의 형상자료만을 획득하

는 것으로는 객체에 대한 모든 3차원 형상정보

를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전체적인 객체 혹은 공

간에 대한 3차원 모델링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여러 방향에 대해서 자룔를 얻어야 하며, 각각의 

자료를 하나의 3차원 공간모델로 나타내기 위해

서는 역시 단일한 전역좌표계(global coordinate 

system)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이렇듯, 여러 점

군 자료의 여러 지역좌표계를 점군 자료 세트 

하나의 전역좌표계로 표현하는 과정을 정합이라

고 한다(Deng, 2011).

점군 자료를 정합하기 위해서는 자료처리 시 

처리속도와 정합 후 정확도가 중요하다. 처리속

도는 관측 후 얻어진 무수히 많은 점군에 대하

여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처리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보다 단순한 처리 알고리즘 및 고

사양의 처리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합정확도는 자료 간 중첩률과 자료 

내 노이즈 레벨의 영향이 매우 크다. 다시 말해 

중첩률이 높고, 노이즈가 적을수록 정합정확도

를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점

군 정합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이즈가 없는 환경 

및 조건을 통해서 관측을 수행하고, 관측 자료 

처리 시에는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만들어 속도

를 높이고, 중첩이 되는 영역을 정밀하게 찾을 

수 있는 적합한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KIM 

et al., 2018).

점군 정합에는 ICP(Iterative Closest Point)

방법이 일반적으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데

(Bendels et al., 2004), 이것은 두 개의 점군 

데이터에 적용할 때 각 점간의 대응점을 찾는 

부분과 그 대응점 간의 에너지 값을 최적화 하

는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존의 ICP 에

서는 두 점군에서 가장 가까운 두 점을 대응점

으로 삼고, 그 점 사이의 거리를 최적화 하는 

반면(Besl and Mckay, 1992), 점군 표면의 점

과 수직한 방향으로의 다른 점군 상의 점을 대

응점으로 잡고, 점과 면 사이 의 거리를 최적화 

하는 방식도 있다(Jung and Chang, 2014). 일

반적으로 ICP 기법은 초기 정합이 완료된 상태, 

즉 점군들이 대략적으로 정렬된 상태에서 강체

(rigid) 정합 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8).

2. ICP 기반의 점군 자료 자동정합

3차원 모델링을 위한 점군 자료 자동정합은 

‘1) Rough registration 단계’와‘2) ICP를 

사용한 fine registration 단계’로 구분되어 진

행된다(Park et al., 2019). Local feature를 

통한 매칭에서는 3D shift, FPFH, Shot 등을 

활용한 방법과 3DFeat-Net, PointNet 등 3차

원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매칭하는 방법 등이 주

로 사용된다(Zhu et al., 2019).

그러나 MMS와 UAV의 경우 기본적으로 

GPS를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포인트 들은 

Direct geo-referencing 방식으로 조정되어 있

다. 따라서 각각의 점군 자료 간의 이격은 GPS

의 오차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MMS 점군 자료와 UAV 점군 자료의 

정합에서는 Rough registration 단계가 생략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ICP 기법을 점군 자료

에 그대로 적용하여 MMS 점군 자료와 UAV 

점군 자료의 자동정합을 실시하였다. ICP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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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료 자동정합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알고리

즘으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근접점 간의 이격

거리 차이에 대한 제곱근오차를 최소화하는 변환

행렬(transformation matrix)을 찾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ICP의 MMS 와 UAV 점군 

자료 간 자동정합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중첩률, 노이즈  등의 변수를 두

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각각

의 점군 자료군에 대한 특성은 상기의 표 2와 

같다. 

3. 수동정합 결과와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심지(여의도 일대)에서 

수집된 점군 자료군을 활용하여 각각의 변수들

에서 점군 자료 자동정합 성능을 알아보았다. 

표 2에 표현된 총 5쌍의 점군 자료군를 대상으

로 정합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정합오차를 산출하기 위해 미리 설정한 타겟 포

인트를 활용하여 수동으로 정합한 결과와 비교

하였다. 

표 3은 수동정합과 자동정합 시 각각 산출된 

변환행렬의 차이를 보여준다. 가장 적은 중첩영

역을 가진 MMS1 자료군의 경우 자동정합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점군 자료 자

동정합은 같은 조건에서 중첩률이 높을수록, 노

이즈 레벨이 낮을수록 더 높은 정확도로 정합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그림 7~9는 ICP 기법을 이용하여 

UAV 점군 자료와 정합시킨 MMS 점군 자료별 

FIGURE 7. Result of automatic registration between MMS1 and UAV point cloud data

 Estimated error MMS1 MMS2 MMS3 MMS4 Pre-registered

Translation
(m)

ΔTx

(Not registered)

-0.14 -19.86 1.82 1.01

ΔTy 0.17 -16.30 -0.04 -0.46

ΔTz -1.29 3.00 -3.13 -2.74

Rotation
(°)

Δθx 0.35 -0.88 -0.11 0.09

Δθy -0.76 1.12 0.02 0.21

Δθz -2.08 0.06 -0.26 -0.55

TABLE 3. Error of transformation matrix parameter estimation between manual and 

automatic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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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타낸 것으로, 그림 7은 UAV 자료와 부

정합된 MMS1 자료군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8은 자동정합된 MMS2의 결과를 시각

화하여 보여주며, MMS2 자료는 높은 중첩률과 

높은 노이즈 레벨을 가지는 자료이다. 그림 8에

서 UAV 점군 자료는 트루컬러로 표현되었으며, 

MMS2 점군 자료는 동일 대상점간 거리에 따라 

RGB 컬러로 표현되었다. 그림 8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노상이나 정형화된 구조물에서는 1m 

이내의 정확도로 정합되었으나, 나무 및 비정형

화된 구조물 등에서 2m 이상의 포인트간 거리

가 측정되었다. 이는 각각의 측정 장비로부터 

오는 측정오차로써 정합과정에서 생기는 오차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역시 정합된 MMS4 점군 자료와 

UAV 점군 자료간의 거리를 시각화하여 보여준

FIGURE 8. Result of automatic registration between MMS2 and UAV point cloud data

FIGURE 9. Result of automatic registration between MMS4 and UAV point clou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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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MS4 자료의 경우에는 높은 중첩률과 낮

은 노이즈 레벨을 가지는 자료로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노상이나 구조물에서는 포인트간 거리가 

대부분 1m이내로 측정되지만 노이즈가 높은 구

간(수목 등)에서는 3m 이상의 오차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

인 3차원 모델의 자동정합에 사용되는 ICP 

(Iterative Closet Point) 기법을 활용하여 

MMS와 UAV 점군 자료 간 자동정합 시 자료

별 중첩률과 노이즈 레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먼저 여의도 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UAV 영상을 취득 후 점군 자료로 변

환하였다. 그 후 대상지역을 총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MMS 관측을 수행하였으며, 각 구역

별로 데이터 중첩률, 노이즈 레벨 등의 변수를 

다르게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후 UAV 점

군 자료를 기반으로 각 구역에서 관측된 MMS 

점군 자료와 수동정합하고 이를 ICP 기반으로 

자동정합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UAV와 MMS 점군 자료 간 ICP 기

반의 자동정합 시 데이터 중첩률이 높고, 노이

즈 레벨이 낮을수록 더 높은 정확도로 정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3차원 공간모델 구축에 필요

한 점군 자료를 다양한 이기종 센서를 통해 보

다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도 높은 3차원 공간모델 

생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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