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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recently enlarged to necessity of 3D spatial information model in urban areas. and in 

order to that, It is increased to use the terrestrial LiDAR. The Point clouds which are received by 

terrestrial LiDAR take a relateive coordinate. For transform into absolute coordinate, it carry out 

GPS survey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geo-referencing of point clouds using the GPS due to 

high buildings and facilities in urban area. This study suggests a methodology, that is 

geo-referencing of point clouds which is received from terresstrial LiDAR in urban area and then 

verified accuracy of geo-referencing of point clouds. In order to geo-Referencing of point clouds 

which are received in Engineering building of Yonsei Univ., it was be setout through GPS 

surveying, and then obtained absolute coordinate of real building. Using this coordinate, It was 

operated geo-referencing of point clouds, verified accuracy between check point and geo-referenced 

point clouds. As a result, RMSE of check point shows that GPS surveying is 6.9∼8.0cm.

▸Keywords : terrestrial LiDAR, Geo-Referencing, point clouds, GPS surveying.

1. 서 론

본 연구의 목 은 건물 집 도심지를 상으로 취득된 지상 LiDAR 자료의 

geo-referencing을 해 특징 의 좌표를 효율 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질 으로 건물 집 지역에서 기 을 설치하기 한 GPS측량의 어려움

과 특징 을 측하기 한 일반측량의 비용을 분석하 으며, 결론 으로 GPS를 이용한 기

의 설치와 특징 의 측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2. 연구방법

본 연구 상지역은 홍익 학교 인근의 상업지역과 연세 학교 제1공학 을 선정하 다. 

포인트 클라우드 자료 geo-referencing의 효율성을 단하기 해 먼  상지역을 구역별

로 스캐닝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취득하 다. 데이터 취득시 geo-referencing 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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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지역에 타겟을 설치하여 타겟의 3차원 좌표를 측정하여야 한다. 설치된 타겟은 두가지 목

으로 사용되는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간의 registration과 geo-referencing에 이용된다. 

타겟의 3차원 좌표는 두가지 방식으로 취득하 는데 홍익 학교 인근 상업지역에서는 토털

스테이션과 벨에 의해 타겟의 3차원 좌표를 취득하고, 연세 학교 제1공학 은 GPS만을 

이용하여 3차원 좌표를 취득하여 geo-referencing실시하고 정확도를 분석하고 두가지 방법

에 효율성을 단하 다.

3. 데이터 취득  데이터 처리

3.1 일반측량에 의한 geo-referencing

연구 상 지역 홍익 학교 주변 상업지역 인근 기  측량은 도시기  2 이 설치되

어있어 GPS측량은 생략하고, 두 기 을 연결한 폐합망으로 토털스테이션을 사용한 다각

측량, 디지털 벨을 사용한 수 측량을 실시하여 주변부에 기 을 설치 하 다. 설치된 기

을 이용하여 지상LiDAR 자료 취득시 설치한 타겟의 3차원 좌표를 토털스테이션으로 

측한 후, 연구 상지역 체에 한 geo-referencing 실시하 다.

3.2 GPS에 의한 geo-referencing

연세 학교 제1공학  옥상에 5 , 지상에 2 을 선 하여 GPS측량을 실시하 다. 지상

LiDAR 자료취득시 바닥에 설치된 타겟에 GPS수신기를 세워 타겟의 3차원 좌표를 결정한 

후 연구 상지역에 한 geo-referencing 실시하 다.

4. 결과 분석

지상 LiDAR로부터 취득된 Point Cloud의 geo-Referencing후 정확도를 평가하기 해포

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하여 토털스테이션으로 측하 다. 측한 좌표를 비교한결과 일반측

량에 의한 geo- Referencing후 RMSE는 ±16.4㎜, 최 ±18.9㎜, 72man/h, GPS측량에 의한 

geo-Referencing후 RMSE는 ±70㎜, 최 ±76㎜, 15man/h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물이 집한 도심지를 상으로 취득한 LiDAR 자료의 

geo-referencing의 방법론을 제시하 다. 실제 상지역에 용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식이 기존 방식에 비하여 충분히 비용 효율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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