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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ied the methods to utilize vehicle-based mobile mapping system for field investigation 

work of digital map generation process. Map layers which should be checked by field investigation 

were analyzed to find the possibility of being checked with data from vehicle-based mobile 

mapping system. Also new process for digital map generation were suggested to adopt field 

investigation by vehicle-based mobile mapping system. We performed field investigation work on 

the Kangneung area by vehicle-based mobile mapping on a trial bases and compared the results 

with a results from usual field investigation method. 

▸Keywords : Vehicle-based mobile mapping system, Field investigation

1. 서 론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수치지도 제작 공정이 부분 디지털화된 반면 지 지리조사는 

조사인력과 종이 도면을 사용하는 과거의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 지

리조사 작업에 차량 MMS(Vehicle-based Mobile Mapping System)를 용하여 작업 공정

을 수치화 하고 조사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 으로 하여 수행하

다. 지 지리조사 작업에 한 차량 MMS의 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하여 강원도 강릉

지역 일 를 상으로 하여 차량 MMS를 이용한 지 지리조사 실험을 수행하 으며, 조사 

결과를 지조사 인력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 다.

2. 연구방법  결과

2.1 차량 MMS를 이용한 지 지리조사 공정 연구

차량 MMS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차량 MMS를 이용한 지 지리

조사 공정을 구성하 다. 기존 조사 공정과의 주된 차이 은 지리조사 작업과 정 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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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차량 MMS를 이용한 조사 결과의 락 부

분은 조사인력을 활용하여 보완하도록 하 다.

[그림 1]  기존 지 지리조사 공정(좌)과 차량 MMS를 이용한 지 지리조사 공정(우)

2.2 차량 MMS를 이용한 지 지리조사 실험

다수의 해상도 카메라를 결합하여 제작한 노라마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 MMS와 고

해상도 카메라를 사용한 차량 MMS를 각각 사용하여 강릉 지역에 한 지 지리조사를 

실시하 다.

(a) 200만 화소 카메라로 구성한 장비         (b) 1000만 화소 카메라로 구성한 장비

[그림 2]  실험에 사용한 두 종류의 노라마 카메라

[표 1]은 조사 방법별 지 취득 자료의 차이에 한 를 나타낸 것이다. 해상도 카

메라를 활용하는 경우는 독의 용이성을 하여 왕복 촬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해상도 카메라의 경우는 편도 촬 만으로도 부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2]는 차량으로 근 가능한 지역에 치한 지형․지물에 한 조사 가능성을 정리

한 것이다. 1:5,000 축척의 수치지도를 구성하는 이어들 에서 85%에 하여 완  혹은 

부분 인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 인 조사가 가능했던 이어들은 건물명이 

작은 크기의 입석에 표시된 경우와 같이 상으로 독이 불가한 조사 항목을 포함하고 있

는 이어들이었다.

조사인력을 이용한 기존의 조사 결과와 차량 MMS를 이용한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차량 MMS를 이용한 조사 작업의 완료율이 기존 작업의 70%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

량으로 근이 어려운 지형지물들이 일부 존재하여 완료율이 다소 낮게 나왔으며, 이러한 

결과는 차량 MMS를 이용하여 지 지리조사를 수행하여도 조사 인력에 의한 보완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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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도화원도 지조사야장 200만화소 1000만화소

맨홀

(SK)

주유소

(강릉

주유소)

놀이시설

(공원명)

[표 1]  조사 결과의 차이

구  분 갯  수 백분율(%) 비  고

정보취득 부분 가능(◯) 19 67.8%

정보취득 부분  가능(△) 5 17.9%

정보취득 부분 불가(X) 4 14.3%
근불능: 1건

자료조사: 3건

[표 2]  차량 MMS를 이용한 지 지리조사 가능성 분석 결과 

3. 결 론

1:5,000 국가기본도를 상으로 하여 차량 MMS를 이용한 지 지리조사 작업의 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과반 수 이상의 조사 상 항목을 차량 MMS로 조사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락 부분에 하여서는 조사 인력을 활용한 보완 작업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차량 MMS를 도입하는 경우 수치지도 제작 공정  지 지리조사 작업과 

정 치 편집 작업을 일원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공정의 효율성은 추가

인 연구를 통하여 분석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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