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한국BIM학회논문집 11권 4호 (2021)

DOI: https://doi.org/10.13161/kibim.2021.11.4.001

건설현장 3차원 점군 데이터 정합 정확성 향상을 
위한 중첩비율 분석
Analysis of overlap ratio for registration accuracy 
improvement of 3D point cloud data at construc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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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ng to general scanning data, the 3D digital map for large construction sites and complex buildings consists of 
millions of points. The large construction site needs to be scanned multiple times by drone photogrammetry or terrestrial laser scanner (TLS) 
survey. The scanned point cloud data are required to be registrated with high resolution and high point density. Unlike the registration 
of 2D data, the matrix of translation and rotation are used for registration of 3D point cloud data. Archiving high accuracy with 3D point 
cloud data is not easy due to 3D Cartesian coordinate system. Therefore, in this study, iterative closest point (ICP) registration method for 
improve accuracy of 3D digital map was employed by different overlap ratio on 3D digital maps. This study conducted the accuracy test 
using different overlap ratios of two digital maps from 10% to 100%. The results of the accuracy test presented the optimal overlap ratios 
for an ICP registration method on digital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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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3차원 공간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지형모델링에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im and Park, 2015). 3

차원 점군 데이터(Point cloud date)는 기존의 픽셀 형태로 구성

된 2D 이미지와는 달리 X,Y,Z축의 좌표 정보와 RGB, Intensity 

등 색상 및 강도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3차원 점군 데

이터는 노이즈 및 아웃라이어 제거, 정합 등 전처리 과정을 통

해 데이터의 크기 및 밀도 등을 조정할 수 있다(Lee and Sim, 

2021). 이러한 과정은 점군 데이터의 특성을 기반으로 객체를 구

성하는 점군(Point cloud)의 양을 필요에 따라 쉽게 조절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특히 3차원 점군 데이터를 다루는 전처리 과정 

중 많이 활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정합(Registration)이다(Park 

and Um, 2020).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에서는 음영지역이 없

는 객체의 점군 데이터를 얻기 위해 동일한 객체에 대해 서로 다

른 방향에서 객체를 스캐닝 하여 3차원 점군 데이터를 수집한

다. 이렇게 획득한 점군 데이터는 각각 상이한 지역 좌표계(Local 

coordinate system)를 가지게 되는데, 서로 다른 다수의 3차원 

점군 데이터를 하나의 전역 좌표계(Global coordinate system)

로 합쳐 하나의 객체로 표현하는 과정을 정합이라 한다(Kim et 

al., 2018). 이러한 정합의 과정은 대규모 및 복잡한 시설물을 대

상으로 3차원 디지털맵을 구축하고자 분할 촬영하는 경우에 주

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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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차원 점군 데이터는 정합할 경우 X,Y,Z축 방향으로 오

차가 발생하므로 2차원 데이터에 비해 일정 수준의 정확성 확보

에 어려움이 있다(Lee and Sim, 2021; Dong et al., 2020). 이러

한 이유로 실무에서 3차원 데이터의 정합 시 정확성을 높이기 위

해 중첩구간 50% 이상의 비율로 사용하여 정합을 실시하는 경향

이 크다. 그러나 높은 중첩비율을 가진 3차원 점군 데이터를 정

합하는 경우 점군 개수가 증가하여 정합을 위한 계산과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Wu et al., 2015). 이

에 3차원 디지털맵의 구축 및 관리 측면에서 적은 중첩비율을 찾

는 것은 3차원 점군 데이터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

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3차원 점군 데이터의 

정합 작업 시 정확성이 향상되는 최소 중첩구간을 검토하고자 정

확성 실험을 실시하였고, 3차원 점군 데이터의 정확성이 확보되

는 최소한의 중첩구간을 분석하여 건설현장에 적합한 정합 중첩

비율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토공현장 중 도로포장 공사의 토공사를 대상

으로 3차원 점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3차원 데이터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를 연동하여 드론 촬

영을 하였으며, 드론 촬영 데이터는 중첩비율(Overlap ratio)을 

달리하여 ICP(Iterative Closest Point) 정합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우선 3차원 데이터의 정합 및 ICP 정합 알고리

즘에 관해 문헌검토를 실시하였고, 국내의 도로포장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정합의 중첩비율에 따른 정확성 실험을 실시 및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Figure 1). 정확성 실험의 데이터 수집을 위

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Figure 2와 같이 GCP 및 고정점 설치, 

GCP 및 고정점의 측정, 드론촬영으로 3차원 점군 데이터 수집, 

수집된 3차원 점군 데이터의 노이즈 제거, 중첩 비율을 달리하여 

3차원 점군 데이터 준비, 동일한 중첩비율을 가진 3차원 점군 데

이터의 ICP 정합 실시, 정합결과 분석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

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확성 실험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6개의 GCP와 옹벽 및 도로의 끝단에 2개의 고정점을 추가하여 

총8개의 GPS 지점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두 개의 3차원 

점군 데이터인 ‘지형 데이터1’과 ‘지형 데이터2’이 정합 되었을 경

우에 중첩비율 10%~100%이 되도록 하였으며, 중첩비율에 따른 

GPS 지점의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GPS 지점의 자세한 

설명으로 지점1, 지점3, 지점4, 지점5, 지점6, 지점8의 6개 지점

은 GCP의 중앙 지점을 GPS로 측정한 좌표이고, 지점2는 옹벽의 

끝단, 지점7은 도로의 끝단을 GPS로 측정한 좌표이다(Figure 2).

다음으로 정확성 분석을 위해 두 개의 3차원 점군 데이터를 대

상으로 10%~100%의 중첩비율로 준비하였다. Figure 2와 같이 

두 개의 3차원 점군 데이터는 지도의 중앙지점이 중첩되는 형태

로, 중앙지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10%씩 증가하며 점차 중

첩구간이 확대 되고 마지막에는 중첩비율 100%인 점군 데이터

가 정합되도록 정확성 실험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점군 

데이터에 세로의 길이는 400m로 동일하게 맞추어 데이터를 준

비하였다. 이는 두 개의 3차원 점군 데이터가 동일한 중첩비율

로 ICP 정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Figure 2와 같

이 중첩비율에 따른 3차원 점군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토하고자 

Figure 2. The overlap ratio of 3D map and GPS point locations

Figure 1. The overview of research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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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비율 10%에 두 개의 GPS 지점을 배치하였고, 지형 데이터

의 윗 부분에 세 개의 GPS 지점(GPS 지점 6,7,8), 지형 데이터

의 아랫 부분에 세 개의 GPS지점(GPS 지점 1,2,3)을 배치하였다. 

GPS 지점은 중첩비율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8개의 GPS 

지점을 배치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일

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치하였다.

2. 문헌 검토 

2.1 점군 데이터 정합

3차원 점군데이터의 정합은 점, 선, 면의 특성을 활용하는 거

친정합(Coarse registration methods)과 정합의 정밀도를 높이는 

미세정합(Fine registration methods)으로 구분한다. 특성기반의 

거친정합은 스캔 데이터 상의 건축물의 모서리 및 윤곽, 도로, 지

붕, 도로표지판 등 일정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진 객체

에서 점, 선, 면 등 기준을 활용하여 스캔 데이터 간의 정합을 실

시하게 된다. 이러한 점 기반 정합(Point-based methods), 선 기

반 정합(Line-based methods), 면 기반 정합(Surface-based 

methods)은 스캔의 대상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진다(Cheng et 

al., 2018). 점 기반의 정합은 도심지의 빌딩이나 실내 등에 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점의 기하학적 특성을 정합에 활용한다. 그러

나 점 기반 정합은 점 밀도와 노이즈 영향에 민감하여 정확성 확

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선 기반 정합은 도로, 건물의 외관 등

과 같은 선 특성을 활용하여 점 특성에 비해 높은 정확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선 기반의 정합은 건축물이 적은 도시외곽 지역

에서는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면 기반 정합은 점 기반 정합

이나 선 기반 정합에 비해 노이즈에 영향을 덜 받으므로 보다 정

확한 정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 기반 정합은 높은 정합 정밀

도가 확보되지만, 정합 시 최소 3쌍 이상의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 빌딩 등 면 특성을 포함하는 대상에 유리하다.

점군 데이터의 정합에서 두 번째로 미세 정합이 있다. 미

세정합은 ICP, 강인추정기법( RANSAC, Random Sample 

Consensus Methods), 정규분포변환(NDT, Normal Distribution 

Transform Methods), 보조 데이터 정합(Methods with Auxiliary 

Data) 방법들이 있다(Cheng et al., 2018). 현재 사용되는 특성

기반의 거친정합은 초기 정합에 주로 사용되며, 미세정합은 초

기 정합 이후에 사용된다(Kim et al., 2018). 미세정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ICP이다. ICP는 반복근사치방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합방법으로, 회전행렬과 병진행렬을 통해 강체변환

(Rigid body transformation)을 실시하여 정합을 수행하기 때문

에 비정형 객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합에 유리하다. ICP 정합

방법은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과정에서 정합 오차와 시간 소요

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스캔 데이터의 높은 점 밀도

가 필요하다(Cheng et al., 2018). RANSAC은 무작위로 샘플 데

이터를 뽑고 반복을 통해 최대로 합의된 모델을 추출하는 방법이

다. RANSAC이 선택한 모델 안에 있는 데이터를 Inlier, 벗어난 

데이터를 Outlier라 한다. 그러나 반복적 샘플링과 점군의 일괄된 

계산이 필요하며, 반복 횟수는 정합 속도와 정확성에 큰 영향을 

준다. RANSAC은 이미지, 영상 등 정합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NDT는 스캔데이터의 모든 점들을 정규분포로 만들고, 일정한 간

격으로 셀로 나누어 두 점 간의 위치를 활용하여 미세정합을 실

시한다. NDT 정합방법은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기반의 로봇, 사진측량 분야의 정합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 외에 보조데이터 정합방법이 있다. 보조 데이터 정

합방법은 GNSS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항공촬영 및 MLS(Mobile 

Laser Scanner)를 사용 시 GNSS를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으나, 

복잡한 도시지역이나 산림지역에서는 GNSS 신호의 수신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정합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

비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Table 1은 점군 데이터 기반 

정합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2.2 ICP 알고리즘

ICP정합은 초기 정합이 완료된 상태에서 실시된다(Kim et al., 

2018). 이는 스캔데이터의 점군들이 어느 정도 정렬된 상태에

서 미세정합이 되어야 성능이 확보가 되기 때문이다. ICP정합은 

1992년 Besl과 McKay가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3차원 스캔데이터의 정합 알고리즘이다(Besl and McKay, 

1992). ICP 알고리즘은 타겟 점군 S(Target point set S)와 레퍼

런스 점군 M(Reference point set M) 사이에서 최소 거리를 찾

Division Methods Features

Coarse 
Registration

Methods

Point based 
methods

Point features, Point domain features, 
and Rotated image features are used for 
registration.

Line based 
methods

Used for lidar registration by utilizing line 
characteristics such as road and building 
exterior

Surface based 
methods

Registration using surface characteristics 
such as city and building.

Fine
Registration

Methods

Iterative 
Closest Point

The ICP algorithm uses rotation 
parameters and angle parameters to 
register

Random 
Sample 

Consensus 
Methods

RANSAC randomly draws sample data 
and extracts the maximally agreed model 
through iteration

Normal 
Distribution 
Transform 
Methods

Performing fine registration through 
optimization using the normal distribution 
and the distance between two points

Methods with 
Auxiliary Data Registration using GNSS coordinates

Table 1. The PCD-based registr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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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강체변환 T을 실시하는 알고리즘이다(He et al., 2017). 알고

리즘의 주요 파라미터(Parameter)는 타겟 점군, 레퍼런스 점군, 

회전행렬(Rotation matrix), 병진벡터(Translation vector), 반복횟

수( –th iteration) 등이 사용된다(Kim et al., 2018). ICP 알고리

즘에 관한 수식은 He et al. (2017)의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

이 정리하였다.

타겟 점군 S는 이고, 레퍼런스 점군 M

은 이며 업데이트한 타겟 점군은 , 레

퍼런스의 점군은 이다. 변환행렬(Transformation matrix)은 타

겟 점군 와 거리를 계산하고, 한계값보다 작아질 때 가지 K번 

반복( –th iteration) 하여 를 업데이트한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1) ,  일 때,  = min 계산한다.

(2)  회전행렬 , 

 병진벡터  일 때, 

  = min 계산한다.

(3) 을 계산한다.

(4) 을 계산한다.

(5)  만약 값이 미리 설정한  보다 크면 (1)단계로 돌아가서 

(1)단계 ~ (4)단계를 다시 계산한다. 그리고  이거

나, 반복횟수  가 미리 설정한 최대 반복횟수 보다 커지게 

되면 ICP 알고리즘이 중단된다.

ICP 정합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순서는 Figure 3와 같다(Kim 

et al., 2018). 첫째, ICP 정합 알고리즘이 시행 시 점 선택의 단

계에서는 노이즈 제거, 샘플링을 실시하여 스캔 데이터의 점 개

수를 줄인다. 둘째, 이웃 선택(Neighborhood selection) 단계에

서는 레퍼런스 점군과 타겟 점군 사이에서 가까운 점을 선택한

다. 셋 째, 점쌍 매칭(Point pair matching) 단계에서는 선택한 점

들로 곡면이나 평면 등 형태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레퍼런스 

점군에 대응하는 타겟 점군의 점을 찾는다. 넷째, 오정합점 제거

(Outlier rejection) 단계에서는 레퍼런스 점군과 타겟 점에서 서

로 겹치는 부분(오버랩 영역 또는 Inlier)만 남기고, 겹치지 않는 

영역(Outlier)은 정합에 이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오차 최소화 단

계에서는 레퍼런스 점군과 타겟 점군의 오버랩  영역 사이에서 

각 대응점의 거리 오차가 최소가 되도록 찾는다. 여섯째, 변환

(Transformation) 단계에서 타겟 점군이 레퍼런스 점군의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병진벡터와 회전 행렬을 구하여 타겟 점군

에 적용한다. 이때 거리의 오차가 한계값( ) 보다 작거나, 반복횟

수  가 미리 설정한 최대 반복횟수 보다 커지면 진행을 멈추고, 

한계값 보다 크면 점쌍 매칭 단계로 되돌아가서 알고리즘을 다시 

수행한다(Lee et al., 2009). 

ICP 알고리즘은 타겟 점군과 레퍼런스 점군 사이의 중첩구간

이 크고 노이즈가 적을수록 정확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Kim 

et al., 201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ICP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합

에서는 적절한 중첩구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3.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3.1 GPS 지점 측정

앞장에서 문헌검토를 실시한 ICP 정합 알고리즘의 특성을 기

반으로 중첩구간에 따른 정합의 정확성 실험을 위해 현장 지형데

이터 수집을 실시하였다. 현장 지형데이터는 국내에 위치한 도로

포장 공사현장 대상으로 드론 촬영을 하여 3차원 지형정보 데이

터를 수집하였다. 

드론 촬영 시 Figure 2의 위치에 6개의 GCP를 설치하고, Figure 

4와 같이 GCP 중앙에 GPS를 활용하여 X,Y,Z값의 전역 좌표계를 

측정하였다. 또한, 2개의 고정점(옹벽 및 도로 끝단)을 추가로 선정

하고 GCP와 동일하게 전역좌표계 측정을 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8

개의 GPS 지점의 절대좌표를 아래 Table 2에 정리하였다.

Figure 3. The flowchart of Iterative Closest Point registration 
(Kim et al., 2018)  

Figure 4. Measuring locations of GCPs with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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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드론 촬영

본 연구에서 드론 촬영한 현장은 전체 공사 구간 중 일부에 해

당하는 약 200m(가로)× 400m(세로) 구간이며, 동일한 현장을 2

회 촬영하였다. 드론 촬영 시 정확성 실험을 위해  동일한 드론 

및 촬영 장비를 사용하였고, 드론 비행 시 비행시간만 달리 하였

고, 나머지 요소인 동일한 고도 및 비행 궤도 사용, RTK GPS 및 

GCP 같은 위치 유지 등 전체적으로 신뢰성 있고, 동일한 해상도 

및 3차원 점군 데이터 개수를 갖는 지형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관

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형데이터 수집 드론은 DJI사의 

PHANTOM 4이며, RTK GNSS를 연동하여 전역 좌표계를 가진 

3차원 점군 데이터를 수집하였다(Figure 5).

3.3 3차원 점군데이터 전처리

드론을 활용하여 수집한 3차원 점군 데이터는 Figure 6와 같

다. Figure 6은 현장을 2회 촬영한 3차원 점군데이터로 본 연구

에서는 ‘지형 데이터1’, ‘지형 데이터2’로 지칭 하고자 한다. 또한, 

정확성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노이즈 및 아웃라이어 제거 등 전

처리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에 두 개의 3차원 점군 데이터를 세

로의 길이를 동일하게 400m로 맞추어 실험 준비를 하였다. 또한 

드론 촬영 시 연동한 RTK GNSS를 활용하여, 드론 촬영 이후에 

전역 좌표계로 좌표 변환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3차원 점

군 데이터의 점 개수는 ‘지형 데이터1’의 경우는 18,351,289점이

고 ‘지형 데이터2’는 19,189,797점이다. 

다음으로 정확성 실험을 위해 준비한 8개 지점의 ‘GPS 지점 

좌표’, ‘지형 데이터1’, ‘지형 데이터 2’에 대한 절대좌표계의 일치

를 검토하였다(Figure 7).

절대좌표계를 기반으로 수집한 3개의 정확성 실험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GPS 지점 좌표’와 ‘지형 데

이터1’, ‘GPS 지점 좌표’와 ‘지형 데이터2’를 비교 및 검토하였다. 

‘GPS 지점 좌표’와 두 개의 지형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유클리

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사용하였으며, ‘GPS 지점 좌

표’를 기준으로 지형데이터1 및 2에서 추출한 GCP 중앙점과 고

정점을 비교하여 오차를 계산하였다.

오차계산 결과에 따르면 ‘GPS 지점 좌표’와 ‘지형 데이터1’는 

0.084m의 평균오차가 발생하였고, ‘GPS 지점 좌표’와 ‘지형 데

이터2는’ 0.105m의 평균오차가 나타났다(Table 3). ‘지형 데이터 

2’가 ‘지형 데이터 1’에 비해 더 큰 오차가 발생한 이유로 드론촬

영 시 Z축 값이 튀는 현상이 발생하여 본 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

Figure 6. Collected 3D point cloud date maps ((L)digital map1, 
(R)digital map2)

Figure 7. The 3D point cloud date map1 and GPS point locations

Figure 5. Drone photogrammetry on test bed

GPS coordinates

Location X Y Z

1 532,337.993 217,169.115 175.279

2 532,323.563 217,138.385 184.679

3 532,423.183 217,149.665 180.669

4 532,453.193 217,106.235 180.639

5 532,481.373 217,130.035 183.689

6 532,533.293 217,061.165 177.389

7 532,538.983 217,098.015 173.479

8 532,617.973 217,082.145 176.419

Table 2. XYZ coordinates of GPS location on test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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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GPS 지점 

좌표’와 ‘지형 데이터1 및 2’의 평균오차 중에서 더 큰 오차를 나

타내고 있는 0.105m를 정확성 실험에서 레퍼런스 오차로 선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평균오차[=∑각 GPS 지점별 오차(지

형데이터1의 X,Y,Z값–GPS지점의 X,Y,Z값)/GPS 지점의 개수 8]

는 지형데이터의 8개 지점 오차를 합하여 지점 개수인 8로 나눈 

값이다.

4. 정확성 실험

4.1 중첩비율별 데이터 준비

‘지형 데이터1’과 ‘지형 데이터2’의 중앙이 상호 겹치는 중앙지

점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10%씩 증가하도록 데이터를 준비하였

다. Figure 8과 같이 준비한 데이터는 전처리 단계에서 세로 크

기를 400m(세로)에 맞춘 두 개의 지형데이터를 10%~100% 중

첩비율로 잘라내어 동일한 길이가 중첩되도록 하였다. 특히 중첩

비율 0%은 두 개의 지도가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

하며, 중첩비율 100%은 두 개의 지도가 완전히 겹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첩비율 0%은 두 개의 데이터가 겹치는 부분이 

없으므로 정확성 실험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중첩의 방법과 관련하여 동일한 중첩비율을 가지는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10% 중첩비율의 ‘지형 데이터1’ 과 

10% 중첩비율의 ‘지형 데이터2’에 대해 ICP 정합을 실시하는 것

이다.

4.2 ICP 정합

준비한 중첩비율 10%~100%의 3차원 점군 데이터를 사용하

여 ICP 정합을 실시하였다(Figure 9).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ICP 

정합의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초기 정합을 별도로 하지 않고 미

세정합인 ICP 정합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3차원 데이터의 

ICP 정합은 초기 정합을 실시하여 두 개의 데이터가 미세정합이 

유리한 위치에 있게 하고, 이후에 ICP 정합을 실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절대좌표계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별도

의 초기정합 없이 미세정합을 실시하였다. 

본 정확성 실험은 상용 소프트웨어인 CloudCompare를 활용

하였고 동일한 비율을 가진 두 개의 지형 데이터를 Reference 

및 Target으로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ICP 정합은 앞에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라 Reference 및 Target 점

군 데이터가 필요하며, 본 정확성 실험에서는 Reference에  ‘지

형 데이터1’를 선택하고, Target에 ‘지형 데이터2’를 선택하였다. 

또한 ICP 정합 과정에서 주요 변수의 수치는 상용 소프트웨어에

서 제공하는 기본값으로 모든 정합에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오

직 중첩 비율만 10%~100%로 달리하여 정확성 실험을 진행하

였다. 

GPS coordinates (map1) GPS coordinates (map2)

Location X Y Z X Y Z

1 532337.961 217169.127 175.368 532,337.941 217,169.137 175.459 

2 532323.486 217138.418 184.67 532,323.474 217,138.428 184.811 

3 532423.133 217149.701 180.65 532,423.200 217,149.648 180.675 

4 532453.154 217106.234 180.583 532,453.158 217,106.213 180.667 

5 532481.393 217130.064 183.612 532,481.386 217,130.106 183.544 

6 532533.335 217061.115 177.379 532,533.308 217,061.118 177.434 

7 532539.057 217097.995 173.376 532,539.017 217,097.997 173.468 

8 532618.035 217082.107 176.393 532,618.063 217,082.114 176.317 

Table 3. XYZ coordinates of 3D PCD maps on test bed  

Figure 8. The 3D point cloud date maps by overlap ratio 
((Upper)digital map1, (Lower)digital map2)

Figure 9. ICP registration process ((L)overlap ratio 50%, (R)
overlap ratio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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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은 본 정확성 실험에서 실시한 중첩비율 50% 및 

70% 정합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9에서 Reference(‘지

형 데이터1’)는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Target(‘지형 데이터2’)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ICP 정합을 실시하면 Reference 데

이터는 움직이지 않고, Target 데이터가 병진행렬과 회전행렬에 

의해 X,Y,Z축으로 이동 및 회전하여 두 데이터 간에 정합이 수

행된다. 본 정확성 실험에 사용한 컴퓨터의 사양은 CPU Intel(R) 

Core(TM) i9-10980XE, RAM 128GB이며, 컴퓨터의 운영체제

(OS)는 Windows 10이다.

5. 정확성 실험 측정값 비교 및 분석

본 장에서는 ICP 정합을 통해 실시한 중첩비율에 따른 정확

성 실험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앞에서 실시한 ICP 정합의 결과

는 Table 4 에서 각 중첩비율에 따른 지점별로 구분하여 정리

하였다. 본 정확성 실험에서는 ICP 정합 시 가장 큰 평균오차값

인 0.105m를 레퍼런스 오차로 선정하고 결과분석에 적용하였다. 

중첩비율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에 대해서 정합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ICP 정합의 처리시간

은 10초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ICP 정합에서 중첩 비율이 

작아지면 두 개 데이터 모두 3차원 점군 데이터의 개수는 적기 

때문에 정합의 속도는 더 빨라졌다.

모든 GPS 지점별의 중첩비율별 오차를 확인해 보면(Table 4 ), 

지점1은 중첩비율 10%~60% 구간이 레퍼런스 오차보다 큰 오차

가 발생하였고, 중첩비율 70%~100% 구간에서는 레퍼런스 오차

와 동일한 오차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정확성 실험에

서 측정한 중첩구간의 오차는 레퍼런스 오차를 도출할 때와 동일

하게 유클리디안 거리를 적용하여, ICP 정합을 실시한 결과 데이

터와 ‘GPS 지점 좌표’의 오차를 도출하였다.

앞에서 도출한 중첩비율에 따른 지점별 중첩구간 오차를 각 중

첩비율로 구분하여 평균오차와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평균오차의 결과는 중첩비율 10%~60%

의 평균오차가 레퍼런스 오차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중첩비

율 70% 부터는 0.102m의 평균오차와 0.045m의 표준편차를 나타

내어 레퍼런스 오차보다 적은 오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첩비율 

70%를 기점으로 중첩비율 80%~100%은 더 적은 평균오차를 보

여주고 있어 우수한 정밀도를 발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5의 평균오차와 표준편차를 Figure 10에서 그래프로 나

타내었다. Figure 10의 그래프를 검토하면, ICP 정합 시 중첩비

율 30%~60%일 때 평균오차 및 표준편차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중첩비율 60%는 평균오차 0.109m, 

표준편차 0.086m로 레퍼런스 오차에 비해 큰 오차를 가지고 있

지만, Figure 10을 통해 확인 가능하듯이 이전 중첩비율에 비해 

급격하게 정확성이 높아지는 의미 있는 중첩구간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중첩비율 70%~100% 구간은 평균오차가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중첩비율 70%부터는 레퍼런스 

Distance
error

Overlap 
ratio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Point
6

Point
7

Point
8

10% 0.392 0.403 0.124 0.094 0.082 0.060 0.127 0.100

20% 0.412 0.451 0.143 0.098 0.099 0.060 0.127 0.100

30% 0.399 0.432 0.143 0.103 0.126 0.060 0.127 0.100

40% 0.377 0.286 0.128 0.091 0.126 0.060 0.127 0.100

50% 0.329 0.236 0.105 0.093 0.082 0.060 0.101 0.100

60% 0.289 0.179 0.072 0.059 0.082 0.060 0.027 0.100

70% 0.105 0.195 0.128 0.092 0.082 0.060 0.051 0.100

80% 0.105 0.083 0.121 0.073 0.082 0.060 0.127 0.100

90% 0.105 0.104 0.088 0.097 0.082 0.060 0.051 0.100

100% 0.105 0.084 0.072 0.090 0.000 0.060 0.040 0.100

Table 4.  Distance errors of GPS points by overlap ratios of  
 registration           [Unit: ｍ］

Distance
error

Overlap 
ratio

Mean of distance errors
Standard deviation 
of distance errors

10% 0.173 0.140

20% 0.186 0.153

30% 0.186 0.144

40% 0.162 0.110

50% 0.138 0.093

60% 0.109 0.086

70% 0.102 0.045

80% 0.094 0.023

90% 0.086 0.020

100% 0.069 0.035

Table 5. Results of accuracy experiments        [Unit: ｍ］

Figure 10. Change curve of accuracy results by overlap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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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에 비해 정확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첩비율 70%~90% 

구간에서는 표준편차도 상당히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8

개의 모든 GPS 지점에서 ICP 정합의 정확성이 확보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정확성 실험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

석하였을 때, 드론 촬영한 3차원 점군 데이터를 ICP정합을 실시

할 경우에 중첩비율 70%~100% 일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레퍼

런스 오차의 범위 안에 들어 정확한 3차원 점군 데이터의 정합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드론 촬영을 

통해 수집한 3차원 점군 데이터를 대상으로 ICP 정합 시 정확성

이 확보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중첩비율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

에서 중첩비율별 정확성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1) 본 연구는 국내의 도로포장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GCP 및 

고정점을 설치 및 절대좌표계를 측정하고, 드론촬영으로 3

차원 점군 데이터 수집하였다. 또한, 수집된 3차원 점군 데

이터를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여 노이즈 제거 및 중첩 비율 

10%~100%의 3차원 점군 데이터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첩비율별 3차원 점군 데이터의 ICP 정합 실시하고 정합결

과를 분석하였다.

(2) 본 연구의 정확성 실험의 결과를 위해 레퍼런스 오차를 가

장 큰 평균오차값인 0.105m로 선정하였고, 분석결과는 중첩

비율 70%~100% 구간은 평균오차가 레퍼런스 오차보다 줄

어들었으며, 특히 중첩비율 70%는 평균오차 0.102m, 표준

편차 0.045m 측정값을 보여주어 레퍼런스 오차에 비해 정

확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첩비율 70%~100% 구간은 

오차의 표준편차도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줌에 따라 중첩

비율 70%~100% 구간에서 ICP 정합의 정확성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레퍼런스 오차는 현장실험 당시 드론측량

에 의해 발생하는 최대 평균오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지형측량 

및 건설 중장비 등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큰 오차값을 보인

다. 향후 연구에서 레퍼런스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드론 

촬영이 아닌 TLS를 활용할 경우 이를 보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정확성 실험 결과는 한 곳의 현장을 대

상으로 계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된 것으로,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다수의 건설현장 스캔데이터

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에 따른 정합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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