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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재난피해조사를 수행할 시 드론을 활용한 피해

조사가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 특히, 대규모 자연재난

또는붕괴와같은사회재난 피해지역의피해면적, 길이, 물량

등에대해드론영상을활용해산출하고있다[2]. 하지만 재난

현장은재난및사고에의해복잡하고난잡한형태로되어있

어, 드론맵핑시필요한지상기준점선점에있어어려움이발

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기준점 타겟을 설

치하여드론맵핑을수행하고있지만, 시간및인력이많이소

요되고 있다.

따라서본연구는지상기준점을설치하지않고재난현장의

재현및보존을위해 3차원 점군자료를취득할수있는지상

LiDAR로부터특징점을추출하여드론맵핑시지상기준점으

로 활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공

간정보관련연구를위해구축한국립재난안전연구원 부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GNSS 기반 지상 LiDAR 자료 취득

3차원 점군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지상 LiDAR로부터 3차

원 절대좌표를 추출하기 위해서 LiDAR 장비 상부에 GNSS

장비를 장착하여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수신하였다(그림1).

정밀 좌표 취득을 위해 지상 LiDAR 기하보정을 수행하였으

며, 테스트베드에서 360° 방향으로 3차원 점군자료를 취득하

였다. 또한, 지상기준점은 드론영상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지

점으로 14점을 추출하였다(그림2, 표1).

[그림 1] GNSS 기반 지상 LiDAR [그림 2] 지상 LiDAR로부터
추출한 지상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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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난현장은 태풍, 호우, 붕괴 등으로부터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드론 운용시 지형지물에 대해 지상기준점을
선점하기어렵다. 그러므로별도의지상기준점 타겟을설치하여재난현장드론맵핑을수행하고있다. 하지만넓은지역
에대해지상기준점을설치할 때 타겟설치와 측량에많은시간이소요되고있어, 신속 드론맵핑에있어비효율적이다.
따라서본연구는재난현장의재현과 3차원 모델링을위해활용되고있는지상 LiDAR로부터 3차원위치정보를추출하
여드론맵핑의지상기준점으로사용하였을때맵핑정확도평가를통해지상기준점으로써의활용가능성을제시하고자
한다. 지상 LiDAR로부터 총 14점의 특징점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드론 맵핑을 수행한 결과, 평균 정합 오차
0.052m를 나타냈다. 또한, 5점의검사점과비교하였을때 x = 0.097 m, y = 0.081 m, z = 0.021 m로항공사진측량작업규
정에서제시하는허용오차 0.14 m에만족하였다. 본 연구의결과를살펴보았을때, 지상 LiDAR로부터 추출된특징점을
이용해 재난현장드론맵핑시 필요한지상기준점의 역할을수행할 수있을 것으로판단되며향후 MMS LiDAR를통한
드론맵핑 지상기준점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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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X(m) Y(m) Z(m)
POI1 329992.395 228623.419 92.210
POI2 330011.666 228656.979 92.309
POI3 329986.198 228662.941 88.129
POI4 329972.161 228652.673 70.526
POI5 329961.354 228625.351 70.231
POI6 329996.375 228684.069 84.872
POI7 329978.629 228665.209 70.612
POI8 329949.688 228673.630 84.195
POI9 329959.349 228688.006 87.422
POI10 329946.464 228684.610 84.189
POI11 329968.896 228647.434 70.388
POI12 329942.592 228677.591 84.200
POI13 329953.565 228680.673 84.222
POI14 329985.721 228679.965 71.020

[표 1] 지상 LiDAR로부터 추출한 지상기준점 성과

2.2 지상 LiDAR 기반 드론맵핑

지상 LiDAR 3차원 점군자료로부터 추출한 13점의 특징점

은항공삼각측량에필요한지상기준점으로활용되었다. 드론

영상으로부터 지상기준점 입력한 후, 영상정합을 통해 최종

적으로 정사영상 및 DSM을 생성하였다(그림3).

[그림 3] 정사영상 및 DSM

3. 연구결과
3.1 GNSS 기반 지상 LiDAR 정확도 평가

GNSS로부터 수신되는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

해 검사점 3점을 VRS 방식으로 취득하였다. 그 결과, x =

0.058 m, y = 0.028 m, z = 0.067 m 오차를 나타냈다. 지상

LiDAR의 기하보정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지상 LiDAR 특징점 기반 드론맵핑 정확도 평가

GNSS 기반지상 LiDAR의위치정확도의신뢰성을확보한

후, 14개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드론맵핑의 지상기준점으로

활용하였다. 정확도 평가를 위해 5개의 검사점을 VRS 방식

으로 취득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순번 X(m) Y(m) Z(m)
CP1 0.090 -0.045 0.019
CP2 0.140 0.072 0.045
CP3 0.082 -0.035 0.001
CP4 0.112 -0.181 0.014
CP5 0.063 -0.076 -0.028

RMSE 0.097 0.081 0.021

[표 2] 검사점을 통한 드론맵핑 정확도 비교

x, y, z 모두 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에서 제시하는 허용오

차(0.14 m)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재난·사고현장에서의 지상기준점 설치 및 측량

에대한어려움을극복하고자 GNSS 기반지상 LiDAR의점

군자료활용가능성을평가하였다. 그 결과, 항공사진측량작

업규정에서제시하는허용오차를모두 만족하는수준으로나

타났다. 따라서지상기준점설치에대한수고를줄일수있을

것으로판단되고, 또한지상 LiDAR를활용하기때문에재난·

사고현장의 3차원 재현을추가적으로수행할수있으므로보

다 정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MMS LiDAR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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