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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연구대상지역의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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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형공간정보와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의 수집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지능형 

국토정보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작업량을 포함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토공간정보는 도시계획 및 통신계

획, 대규모 건설, 건축, 입체적인 도시정보시스템 구현, 안전 및 방재 등에서 많은 필요와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건설현장의 환경정보 수집과 더불어 구조물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USN를 이용하여 기존의 항공사진과 DEM의 매칭에 의한 지형

공간정보와 비교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건설공사에서의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취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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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설정보시스템은 건설공사의 계획과 설계 및 시공

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전산 자동화에 의하여 공정관

리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측정하여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계획

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보통신기기 등이 속

속 등장하고 있다. 그 성능이 날로 발전하여 이제는 Laser 

Sensor 기술에 의하여 지형 및 구조물을 정밀하게 측정하

고 도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센서가 위치한 지점의 다

양한 자연환경정보까지도 무선센서노드에 의하여 멀리까

지 전송이 가능한 USN(유비센서망)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목 건설현장을 

선택하여 넓은 지역의 건설지형과 지도는 인공위성측량이

나 항측의 결과로 얻어낸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영상

기반의 디지털 공간정보를 형성하고 공사지역과 구조물에 

대하여는 Laser Sensor에 의한 측정으로 3차원의 디지털 

공간정보를 재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설현장 주변의 

환경정보 수집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USN 방식으로 다

양한 센서를 부착한 단말기와 시스템으로 정보를 수집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현장에 무선통신이 가능한 환경 

센서를 이용하여 각 노드센서(Node Sensor)로부터 싱

크센서(Sink Sensor)로 측정된 환경 데이터를 송신하

면 싱크센서는 이들 데이터를 수집하여 TinyOS 기반 

PC(Personal Computer)가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출력 

이미지 및 출력 데이터로 나타내는 시스템을 구성하여 3차

원 공간에서의 건설현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우리가 구성한 u-노드센서로부터 온도, 습도, 조도, 

GPS위치정보 및 CO2 가스 농도 등에 관한 측정 데이터는 

함께 처리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환경변화를 

사전에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원 레이져 스캐너를 이용한 시설물 정밀관측을 위해

서 TopCon의 GTX-1000 레이져 정밀스캐너를 이용하였

으며, 이포지구 전체 건설현장 중에서 약 150m 내외의 신

설 수중보를 대상으로 정밀관측을 실시하였다. 10센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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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건설 중인 수중 가동보 교량             Fig 3. 3-D 스캐닝에 의한 정밀분석

   

터 간격으로도 레이져 측정이 가능하나 데이터 량이 많고 

소요시간이 길어 약 30cm 간격으로 수중보의 양쪽에서 측

정하여 3D 영상을 완성하였다.

  USN 기반의 다양한 센서 기술을 이용하여 온도, 습도, 

조도, GPS의 위치정보 및 CO2 농도 등 환경 데이터들을 

측정하여 이를 도시 및 지역에서의 공간정보 수집의 개선

과 최신의 지역환경정보를 다양한 정밀센서와 결합하여 

필요한 곳에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국토공간에서의 지

역환경정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도 지능형 국토정보시스템 

구축과 그린국토환경의 개선에 커다란 측정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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