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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placement monitoring of unstable block at the rock slope located in the Cheonbuldong valley 

of Seoraksan National Park was carried out using Terrestrial LiDAR. The rock slopes around 

Guimyeonam and Oryeon waterfall where rockfall has occurred or is expected to occur are selected as 

the monitoring section. The displacement monitoring of unstable block at the rock slope in the 

selected area was performed 5 times for about 7 months using Terrestrial LiDA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splacement based on the Terrestrial LiDAR scanning, the error of displacement was 

highly influenced by the interpolation of the obstruction section and the difference of plants growth. 

To minimize the external influences causing the error, the displacement of unstable block should be 

detected at the real scanning point.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displacement of unstable rock at the 

rock slope using the Terrestrial LiDAR data, the amount of displacement was very small. Because the 

amount of displacement was less than the range of error, it was difficult to judge the actual displacement 

occurred. Meanwhile, it is important to select a section without vegetation to monitor the precise 

displacement of unstable rock at the rock slope using Terrestrial LiDAR. Also, the PointCloud 

removal and the mesh model analysis in a vegetation section were the most important work to secure 

reliability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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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설악산국립공원 천불동 계곡에 위치한 암반사면의 낙석 위험블록을 대상으로 지상 LiDAR

를 이용하여 변위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모니터링 지점은 기존에 낙석이 발생되었거나 낙석발생이 예

상되는 귀면암 인근 및 오련폭포 인근 암반사면을 선정하였다. 대상 지점의 암반사면 위험블록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약 7개월 동안 5차례 촬영을 진행하였다. 지상 LiDAR 촬영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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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변위량을 분석한 결과 폐색영역의 보간을 통해 발생한 오차와 식생 활력도의 차이에 의한 오차가 분석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외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촬영지점을 대상으로 변위량을 탐지하여야 한다. 대상구간 암반사면 위험블

록에서 지상 LiDAR 촬영 및 변위량을 분석한 결과 변위량이 매우 작게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오차범위 아래의 변위량을 보이므로 실제 변위

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암반사면 위험블록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식생이 없는 구간을 선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식생이 존재하는 구간의 PountCloud 제거 및 Mesh Model 분석은 데이터 신뢰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암반사면, 위험블록, 낙석 모니터링, 지상 LiDAR, 변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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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은 암반 내 분포하는 불연속면의 이완으로 인하여 암편 및 암석이 암반과 분리되면서 중력방향으로 낙하하는 현상

을 말한다(Moon et al., 2014). 낙석의 원인은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내적요인으로는 암반 

내 절리, 단층 및 층리 등 불연속면과 같은 지질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또한 외적요인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강우, 동결융해 등으로 인한 풍화 및 지하수 영향이 있으며, 인위적인 요인으로

는 비탈면 깍기, 발파 등 건설공사에 의한 영향이 있다.

낙석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최근에도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하고 있는 요세

미티 국립공원의 경우 개장한 이래 1857년부터 2017년 까지 총 925회의 낙석 및 산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16명

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을 입 것으로 조사되었다(Stock et al., 2013). 또한 2017년 9월 27일에도 국립공원 내 최대 관

광지인 엘 캐피탄(El Capitan)에서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크게 다치는 낙석사고가 발생하였

다. 국내에서도 매년 많은 낙석발생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7년 2월 24일 설악

산국립공원 천불동계곡 병풍교 부근에서 대규모 낙석이 발생되었으며, 낙석으로 인하여 기 설치된 철재교량이 파손되고 

탐방로가 전면폐쇄 되었다(Cho and Kim, 2010). 최근 10년 동안 설악산국립공원 천불동 계곡에서의 낙석발생 건수를 조

사한 결과 14건의 낙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연간 4.5억 원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설악산 천불동 계

곡에 위치하고 있는 탐방로에서 탐방객의 인명피해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석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낙석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낙석발생 가능성을 조사 및 평가하여 현장조건에 적합한 방지대책공법이

나 모니터링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낙석 모니터링 기법은 접촉식 방법과 비접촉식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접촉식 방

법의 경우 암반사면에 직접 센서를 부착하여 암반 내에서의 변위, 진동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며, 비접촉식 방법의 경우 암

반사면의 표면을 다양한 기법으로 촬영하여 변위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비접촉식 방법 가운데 하나인 LiDAR 기술은 

최근 들어 암반사면의 불연속면 및 안정성 평가(Oh et al., 2012; Hong and Park, 2019), 사면재해 위험성 분석을 위한 지

형자료 구축(Lee et al., 2013; Jun and Oh, 2016)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악산국립공원 천불동 계곡에서 위치한 탐방로 주변 암반사면의 낙석 위험블록을 대상으로 지상 LiDAR

를 이용한 낙석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모니터링 지점은 기존에 낙석이 발생되었거나 낙석발생이 예상되는 위치를 선정

하였다. 대상지점의 암반사면 낙석 위험블록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약 7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이

를 토대로 지상 LiDAR를 이용한 위험블록 모니터링 기법을 설명하고 위험블록에 대한 변위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낙석 

모니터링을 위한 지상 LiDAR기법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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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낙석 모니터링 기법을 분류한 것으로 크게 접촉식 방법과 비접촉식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접촉식 방법의 경

우 암반사면에 직접 센서를 부착하여 암반 내에서의 변위, 진동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며, 비접촉식 방법의 경우 암반사면

의 표면을 다양한 기법으로 촬영하여 변위 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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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식 방법의 경우 변위, 진동, 온도 및 음향을 측정하여 암반사면의 변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암반사면의 변위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다. 암반사면의 변위를 측정하는 센서로서는 Extenso-

meter, Crackmeter, Tiltmeter 및 MEMS accelerometer가 있다. 둘째로 암반사면 내 변형시 발생되는 진동을 모니터링 하

는 방법이 있다. 암반사면 내 발생되는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로는 Geophone이 있다. 셋째로 암반사면의 표면온도를 측정

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있다. 암반사면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로는 Thermometer가 있으며, 현재 연구단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암반사면 내 변형시 발생되는 음향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음향을 측정하는 센서로는 Piezo-

electric sensor와 Fiber optical sensor가 있다.

비접촉식 방법의 경우 암반사면의 표면을 다양한 기법으로 촬영하여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지상 LiDAR 및 레이저 스

캐너, GB-In SAR, Video camera, Digital photogrammetry 등이 있다. 먼저 지상 LiDAR 및 레이저 스캐너는 측정대상인 

암반사면에 레이저를 쏘아 표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이저광을 광센서를 이용하여 감지 및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레이저 빔을 보내는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온 빛이 암반사면의 표면에 부딪혀 일부는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나머지는 수

신부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돌아온 빛의 왕복시간과 각도를 계산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둘째, GB-In SAR(Ground 

Based Interferometry Synthetic Aperture Radar)는 인공위성 및 항공기에서 주로 운용되는 SAR센서를 지상에 설치하여 

높은 해상도의 마이크로파 영상을 얻고, 간섭기법을 이용하여 암반사면의 변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용자의 목적

과 편의에 따라 시간과 장소 및 장비의 선택이 용이하여 다양한 파장, 편파, 해상도 및 입사각을 구현할 수 있다. 셋째, 

Video camera는 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IP카메라를 통하여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유사시 빠른 상황대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Digital photo-

grammetry는 지형지물 및 자연환경에 대한 geometric, radiometric 및 semantic 정보를 수치영상으로 획득하는 기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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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GIS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지형지물 추출 및 수치데이터 수집, 수정 및 갱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접촉식 방

법 가운데 지상 LiDAR를 활용하여 암반사면 위험블록에 대한 낙석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

LiDAR 기술은 레이저스캐너(Laser Scanner)라 불리기도 하며, 1960년대 레이저의 발명 및 거리 측정기술과 함께 발전

되어 1970년대에 항공지도 제작 등에 활용되었다. 1970년대 이후 레이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한 

LiDAR센서 기술들이 개발되었으며, 선박 설계 및 제작, 우주선 및 탐사로봇에도 장착되는 등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LiDAR센서는 마이크로웨이브 기기에 비해 측정 가능 거리 및 공간 분해능력(Spatial Resolution)이 매우 높은 편이다. 아

울러 실시간 관측으로 2차원 및 3차원 공간 분포 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LiDAR 시스템은 레이저 송신 모듈 및 신호 처리 모듈로 구성(Fig. 2)되며, 레이저 신호의 변조 방법에 따라 ToF(Time 

of Flight)방식과 PS(Phase Shift)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ToF방식은 레이저 펄스 신호가 측정 범위 내의 물체에서 반사

되어 수신기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점함으로써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이며, PS방식은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변

조되는 레이저의 빔을 방출하고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오는 레이저 신호의 위상 변화량을 측정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

이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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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LiDAR 모니터링에 있어 대상지역의 지형, 경사, 점밀도, 측량각 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취득한다. 또한 대상지

역 측정 결과에 대한 폐색영역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 고정밀의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취득 및 처리한다. 다음은 지상 

LiDAR작업절차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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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 LiDAR 촬영위치 결정: 작업목적, 촬영범위, 주변 및 대상지형 등을 고려하여 촬영 위치를 결정한다.

(2) 관측지점 설치: 대상지역 내 지상기준점을 최소 3점 이상 설치하고 지상기준점과 시통되는 곳에 관측지점을 세팅한다.

(3) 지상 LiDAR 촬영: 촬영 중복도를 60% 이상 확보하여 데이터를 취득한다.

(4) 지상 LiDAR 데이터 처리: 기준점 측량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와 지상 LiDAR 촬영을 통해 획득된 점군자료를 정합

하여 관측점들에 대한 3차원 정밀좌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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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LiDAR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상 LiDAR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대상지역 사전 답사를 통하여 기준점 및 

모니터링 방안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지상 LiDAR 촬영 장비는 포인트 정확도가 2.2 mm인 미국 Trimble 사

의 TX5장비로 수평 360°, 수직 300°의 촬영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스캔거리는 120 m이다. Fig. 4는 본 연구에 사용

된 지상 LiDAR 촬영 장비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지상 LiDAR 장비의 세부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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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Specification

Manufacturer Trimble

Accuracy 2.2 mm

Scan velocity 976,000 pts/sec 

Scan range Horizontal 360° / Vertical 300°

Laser grade Class 3R

Scan distance 0.6~120 m

RGB Embeded camera

Scan time 30 sec~2 hrs

Gradient sensor O

Operating temperature 5~40°C

IP grade I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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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천불동 계곡에서 낙석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2개의 지점을 선정하여 지상 LiDAR를 이용한 암반

사면 위험블록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2개의 모니터링 지점은 귀면암과 오련폭포 인근 암반사면으

로 기존 낙석이 발생되었거나 낙석발생이 예상되는 위치이다. 해당 2개 지점에 대한 암반사면 위험블록 모니터링을 위하

여 각각 5회의 지상 LiDAR 촬영을 수행하였다. Fig. 5는 본 연구에서 모니터링 하는 귀면암 및 오련폭포 인근의 지상 

LiDAR 촬영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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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면암 인근과 오련폭포 인근에 대상지역 별로 3개의 기준점을 매설하고 GPS측량(VRS, GNSS-RTK)을 통한 절대좌

표를 취득하였다. 통신이 가능한 오련폭포 인근에서는 VRS측량을 통한 절대좌표를 취득하였고, 통신이 불가능한 귀염암 

인근지역에서는 절대좌표로 취득하기 위하여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RTK 측량을 실시하였다. 

Table 2는 매설된 기준점의 위치를 절대좌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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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Point name E N Z Remark

Around 

Guimyeonam

NO 01 153526.932 616951.997 446.884 

Absolute 

coordinate 

NO 02 153539.546 616931.399 449.519 

NO 03 153548.977 616911.393 453.872 

Around Oryeon 

waterfall

NO 04 153943.396 616058.008 629.342 

NO 05 153946.320 616045.901 629.594 

NO 06 153935.203 616015.429 63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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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면암 인근과 오련폭포 인근에 매설된 지상기준점을 이용하여, 스캔자료에서 취득이 용이한 지점에 체커보드를 설치

하고 좌표를 취득하였다. Fig. 6은 대상지역별로 4개의 체커보드를 설치한 것을 나타낸 것이며, 설치된 스캔기준점에서 

취득된 좌표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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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Point name E N Z

Around Guimyeonam

TP. 01 153542.166 616932.300 451.009 

TP. 02 153538.772 616936.996 449.793 

TP. 03 153536.246 616941.163 450.508 

TP. 04 153535.312 616947.256 450.343 

Around Oryeon waterfall

TP. 05 153936.366 616049.868 631.454 

TP. 06 153946.201 616048.446 629.713

TP. 07 153929.964 616053.101 631.343

TP. 08 153931.977 616044.697 633.617

측량된 각각의 PointCloud를 스피어타겟을 이용하여 정합하고, 지상기준점 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준점 좌표와 지상 

LiDAR 촬영 시 설치한 타겟(체커보드)을 이용하여 지상 LiDAR 촬영을 통해 얻어진 PointCloud의 좌표를 실좌표화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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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인 귀면암 인근 및 오련폭포 인근 암반사면의 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각각 5회씩 지

상 LiDAR 촬영을 진행하였다. Table 4는 대상지역별 지상 LiDAR 촬영 일정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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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Scan order Scan date

Around Guimyeonam

1 2017.10.17

2 2017.11.06

3 2018.03.22

4 2018.04.18

5 2018.05.24

Around Oryeon waterfall

1 2017.10.18

2 2017.11.09

3 2018.03.28

4 2018.04.17

5 2018.05.15

����

촬영된 원시자료에서 후처리를 통해 취득한 지면점 자료를 모두 이용하게 되면 자료밀도가 일정하지 않다. 또한 Point-

Cloud의 수가 너무 많아 자료 처리에 수많은 오류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정한 격자자료로 처리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Fig. 7은 PointCloud 원본을 나타낸 것이며, Fig. 8은 1 cm의 격자 간격으로 PointCloud를 처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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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Model 분석은 1차 촬영결과를 기준으로 이후(2차-5차) 촬영결과를 각각 중첩하여 변화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촬

영된 영상을 비교하기 위하여 1 cm 격자로 구성된 대상지역의 PointCloud를 Mesh Model로 제작하였다. Fig. 9는 

PointCloud를 이용하여 Mesh Model을 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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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Mesh Model은 Fig. 10과 같이 촬영 당시 폐색영역 부분에서 Mesh를 생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폐색

영역의 발생 구간은 주로 촬영 위치보다 상단에 존재하는 요철부분이며,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촬영이 불가능한 구간임을 

알 수 있다.

���������'!�
�	
������	
����

� !"��#$ %�()

Mesh Model 분석은 폐색영역도 보간을 수행하여 최대 오차량을 ±0.03 m로 지정한 후 변화량을 분석하였으나, 보간된 

Mesh의 주변영역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Mesh Model 분석은 폐색영역에 대하여 보간을 수행하지 

않고 최대 오차량을 ±0.1 m로 지정한 후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폐색영역 및 식생의 활력도에 따라 지상 LiDAR 후

처리 결과가 0.03~0.1 m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1은 폐색영역 및 식생의 활력도에 따른 지상 

LiDAR 후처리 결과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색영역 및 식생의 활력도에 따라 후처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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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Fig. 12는 Mesh Model을 이용하여 변위량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Mesh Model

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제곱근 오차 RMSE(Root Mean Square Error)는 귀면암이 0.02 m, 오

련폭포에서 0.01 m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변화량은 약 ±0.10 m로 높게 나타났다. Mesh Model을 이용한 기존 변

위량 분석방법을 검토한 결과 폐색영역의 보간을 통해 발생한 오차와 식생 활력도의 차이에 의한 오차가 변화량 분석결과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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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영역 및 식생 활력도에 따른 오차량 분석에 외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촬영지점을 대상으로 변위량을 

탐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지형변화를 탐지 할 수 있는 주요영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요영역은 현

재 각종 계측기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 위치에 해당한다. 변위량 분석을 위하여 귀면암 및 오련폭포 인근 대상지역 

내 각각 3곳을 선정하였다. Fig. 13 및 Fig. 14는 귀면암 및 오련폭포 인근 암반사면의 변위량 분석을 위하여 선정된 3곳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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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면암 인근 암반사면의 시계열 변위량 분석을 위하여 1차(2017년 10월 17일) 촬영시 지상 LiDAR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후 촬영시 데이터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변위량 분석결과 평균 변위량은 2차 촬영시 4 mm, 3차 촬영시 5 mm, 

4차 촬영시 8 mm, 5차 촬영시 4 mm로 나타났다. 지상 LiDAR 장비의 오차인 2.2 mm와 정합오차인 3 mm를 고려하면 5.2 

mm 이내의 변위량은 장비 및 해석오차에 해당하므로 실제지형의 변위량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한편, 4차 촬영시 평균 

변위량이 8 mm로 다소 높게 나타난 이유는 분석영역에 존재하는 식생의 영향으로 인해 1 cm 이상의 오차가 나타났기 때

문이다. Table 5 및 Fig. 15는 귀면암 인근 암반사면의 시계열 변위량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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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order 2nd 3rd 4th 5th

Displacement 4 mm 5 mm 8 mm 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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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련폭포 인근 암반사면의 시계열 변위량 분석을 위하여 1차(2017년 10월 17일) 촬영시 지상 LiDAR 데이터를 기준

으로 이후 촬영시 데이터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시계열 변위량 분석결과 평균 변위량은 2차 촬영시 2 mm, 3차 촬영시 

6 mm, 4차 촬영시 3 mm, 5차 촬영시 3 mm로 나타났다. 지상 LiDAR 장비의 오차인 2.2 mm와 정합오차인 3 mm를 고려

하면 5.2 mm 이내의 변위량은 장비 및 해석오차에 해당하므로 실제지형의 변위량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 한편, 2차 촬

영시 평균 변위량이 6 mm로 다소 높게 나타난 이유는 분석영역에 존재하는 식생의 영향으로 인해 2.8 cm 이상의 오차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Table 6 및 Fig. 16은 귀면암 인근 암반사면의 시계열 변위량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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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 order 2nd 3rd 4th 5th

Displacement 2 mm 6 mm 3 mm 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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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지상 LiDAR 촬영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오차량을 고려할 경우 귀면암 인근 암반사면의 4차 촬영시 변위량

과 오련폭포 인근 암반사면의 3차 촬영시 변위량을 제외하고 대상 암반사면에서 변위량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귀면암 인근 암반사면의 4차 촬영시와 오련폭포 인근 암반사면의 3차 촬영시 변위량이 다소 크게 나타난 이유도 식

생의 활력도에 따른 오차로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상 LiDAR 촬영을 통하여 귀면암 및 오련폭포 인근 암반

사면의 변위량을 촬영한 결과 대부분 오차범위 아래의 변위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지상 LiDAR 촬영을 이용하여 암반사면의 변위량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고려

하여야 한다. 첫째, 지상 LiDAR 촬영을 위한 대상지역은 반드시 식생이 없는 구간을 대상으로 선정해야 데이터의 신뢰성

을 확보하기에 좋다. 이러한 이유는 식생의 PointCloud를 제거하는 후처리 과정 이후에 생성하는 Mesh Model의 형상이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되기 때문이다. 둘째, 부득이하게 식생이 있는 구간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특정영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의 식생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암반사면에 대한 지상 LiDAR 촬영 시기는 효율적인 변화량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 3개월 간격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는 LiDAR 촬영결과의 전처리 및 후처리 작업시간과 변위분석을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경험적으로 얻은 최적의 

촬영간격이다.

���

본 연구에서는 설악산국립공원 천불동 계곡에 위치한 암반사면의 낙석 위험블록을 대상으로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변위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모니터링 지점은 기존에 낙석이 발생되었거나 낙석발생이 예상되는 귀면암 인근 및 오련폭

포 인근 암반사면을 선정하였다. 대상 지점의 암반사면 위험블록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약 7개월 동

안 5차례 촬영을 진행하였다. 지상 LiDAR 촬영결과를 이용하여 암반사면 위험블록에 대한 변위촬영 결과를 분석하였으

며, 지상 LiDAR의 암반사면 위험블록 모니터링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상 LiDAR를 이용한 암반사면의 위험블록 모니터링을 위한 대상구간은 귀면암 및 오련폭포 인근 암반사면으로 

기존에 낙석이 발생되었거나 낙석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이다.

(2) 지상 LiDAR 촬영 결과인 PointCloud로 부터 Mesh Model을 이용하여 변위량을 분석한 결과 폐색영역의 보간을 

통해 발생한 오차와 식생 활력도의 차이에 의한 오차가 분석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폐색영역 및 식생 활력도에 따른 오차량 분석에 외부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실제 촬영지점을 대상으로 변위량

을 탐지하여야 하므로 실제 지형변화를 탐지 할 수 있는 영역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4) 대상구간 암반사면 위험블록에서 지상 LiDAR 촬영 및 변위량을 분석한 결과 변위량이 매우 작게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오차범위 아래의 변위량을 보이므로 실제 변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5)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암반사면 위험블록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식생이 없는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

하며, 식생이 존재하는 구간의 PountCloud 제거 및 Mesh Model 분석은 데이터 신뢰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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