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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현장에서 토공량은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실제 대규모 토목공사에서는 기성물량 산

출측량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한 토공작업의 물량을 산출하기에 한계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정확한 토공량 산출을 위하여 토목공사현장에서 

측량, 시공 관리 및 유지･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보급형 회전익 드론을 이용하여 토공량 산

출 현장 검증시험을 수행하였다. 드론은 무인 원격조정장

치, 무인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통칭하며, 

조사자의 접근이 어려운 지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 

또는 현장점검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Lim et al., 2015; Oh, 2018). 드론을 이용한 무인 항공사

진측량은 경제성과 시간 절약의 장점이 있으며, 정밀한 지

형자료를 취득할 수도 있다. 최근 드론 항공사진측량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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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arth-work calculation is the important data for estimating the optimal construction cost at the construction site. Earth-work 

calculations require the accurate terrain data and precise soil volume calculations. Drone surveying technology provides 

accurate topography in a short time and economic advantages. In this paper, a drone surveying technique was used to derive 

a high precision soil volume calculation system. Field demonstration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volume 

measurement system. The results of earth-work calculation using drone survey were compared with those of GPS surveying. 

In addition, the developed earth-work volume calculation algorithm is compared with the existing aerial survey software 

(Pix4D) to verify the accuracy.

요   지

토공량 산출은 건설현장에서 최적 공사비 산정을 위한 데이터로 정확한 토공량은 토목 공사의 설계 단계에서 시공단계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토공량 산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형 자료와 정밀한 토공 부피 계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는 짧은 시간에 정확한 지형 파악이 가능하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는 드론 측량 기술을 이용하여 고정밀 토공량 

산출 시스템을 도출하였다. 시스템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현장 검증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드론을 이용한 토공량 산출 결과와 

GPS 측량 장비를 이용한 토공량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새롭게 개발한 토공량 부피 계산 알고리즘을 기존 항공사진측량 

소프트웨어(Pix4D) 계산 방식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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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토목공사 현장 적용성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6)

와 3차원 공간정보 기반 토목공사 현장관리 플랫폼 개발 

등 토공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연구 사례(Kim et al., 

2018)가 증가하고 있다. 토공량 산정을 위해 무인항공기

기를 이용하여 정사영상(Orthomosaic)과 수치표면 모델

(Digital Surface Models, DSM)을 제작하여 토공량을 지

상측량 결과와 비교 검증한 UAV(Mapping- Drone) 측량 

연구도 수행 되어졌다(Choi and Kim, 2014; Han and 

Park, 2018). 이 밖에도 건설현장에서 사면 붕괴 예방을 

위해 UAV를 활용하여 비탈면 수치표고 모델을 도출하고 

도로 설계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연구(Kim 

et al., 2019), 토공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작업의 진척도 

관리방안(Park et al., 2018)과 지형 계측에 초점을 두어 

건설 현장을 비교한 연구(Hugenholtz et al., 2015)들도 보

고되는 등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촬영을 활용한 고정밀 토공량 산출

을 위하여 ㈜카르타(Carta)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고정

밀 부피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토공량 부피 계산 

알고리즘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

천 SOC 실증센터에서 현장 검증시험을 수행하였다. 총 3

단계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수행하였고, 각각의 절･성토

량은 GPS 측량 장비를 이용하여 지형 측량 수행 후 부피

를 계산하여 표본 값으로 사용하였다. 동일한 절･성토 구

간에 대해 드론 촬영을 실시하여 얻어진 이미지를 활용하

여 토공량 산출 및 토량 환산 계수를 계산하고 지형 측량 

결과와 비교 검증을 수행하였다. 새롭게 개발된 부피 계산 

알고리즘은 드론 촬영으로 습득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3

차원 수치지도를 생성한 후, 정합된 정사영상과 DSM을 

이용하여 부피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목표 현장에 

대한 3차원 모델을 생성 후, 토목 공사 전후 모습의 비교를 

통해 토공량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개발된 프로그램

의 정밀도 검증을 위해 기존 드론 및 항공 측량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항공사진측량 소프트웨어(Pix4D)의 결과

와도 비교･분석하였다.

2. 토공량 산정시스템 개발

2.1 3D Reconstruction 알고리즘

토공 부피 계산 알고리즘은 토공량 산정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드론으로 촬영된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위도, 경

도, 고도 및 카메라의 기울기 등의 정보로부터 Bundle 

Adjustment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 카메라

의 상세한 위치 등을 계산 하여 3D Reconstruction 구현한

다. 드론 촬영 이미지들은 내장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센서에 의해 각각 위도, 경도, 고도, 카메라의 기

울기 값 등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오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현장 측량을 위해서는 GCP(Ground 

Control Point)를 이용한 보정과정인 3D Reconstruction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Bundle 

Adjustment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 카메라

의 상세한 위치 등을 계산하였다. Bundle Adjustment는 

상공에서 촬영된 이미지의 월드 좌표계 상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기술로, 서로 다른 시점(View point)을 

가지고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을 이용하여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추정하는 기술이다. 각각의 카메라 j는 벡터 aj로, 

3D 포인트 i는 벡터 bi로 나타낼 수 있다. Bundle Adjustment

는 예측되는 투사점(Q)과 실제 카메라 위치 사이의 오차인 

재투사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식 (1)이 

이용된다. 투사점 값과 실제 카메라의 위치에 대한 유클리

드 거리(Euclidean distance)가 최소가 되는 해를 찾는 것

이 Bundle Adjustment의 목적으로 Bundle Adjustment의 

결과로 추정한 이미지셋의 카메라 위치정보와 이미지셋의 

특징점들을 추출하여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 데이

터를 얻어낼 수 있다. 

 (1)

여기서,  : 투사점(Projection)

   : 3D 포인트 벡터 값

 :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발생한 아웃라이어(Outlier)

에 대해 반복되는 계산을 통하여 최적의 값을 얻게 되면, 

각각의 이미지들로부터 깊이 정보(Depth map) 역시 Bundle 

Adjustment 과정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2.2 3D 모델 부피 추정 알고리즘

드론 촬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정확한 토공량 산정을 위

해 3D 모델 부피 추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Carta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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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델에서의 부피 추정을 위해 DSM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부피 측정을 위해 x, y 셀 방식과 단면 

중첩 방식을 모두 도입하였다.

2.2.1 x, y 셀 방식

부피 측정을 위한 x, y 셀 방식에서는 DSM에서 부피를 

측정할 지형의 테두리를 점의 형태로 선택하면 점을 선택

한 순서에 따라 다각형이 생성되어 해당 다각형 지형의 부

피를 계산할 수 있다. 부피는 선택된 다각형을 들로네 삼각

분할(Delaunay triangulation)로 계산된다(Field, 1988)(Fig. 1(a) 

참조). 들로네 삼각분할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Voronoi 

diagram)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평면을 특정 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의 집합으로 

분할한다.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내부에 포함된 점들을 

연결하면 들로네 삼각형을 얻을 수 있고, 이 방식을 들로

네 삼각분할이라 한다. 들로네 삼각분할로 생성된 삼각형

은 그 삼각형의 외접원이 다른 삼각형의 어떤 꼭짓점도 포

함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점들로 평면을 만드는 

데에 유리하여 3D 모델 부피를 추정하는 기술에 적용하였

다. 하지만 이렇게 계산된 들로네 삼각분할은 사용자가 선

택한 관심지역의 바깥 부분도 포함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삼각분할 된 다각형은 절토된 지형에 대해서는 상한 

z축 높이가 결정되고, 성토된 지형에 대해서는 하한 z축의 

높이가 결정되게 된다. 기준 높이가 계산되면 설정한 GSD 

(Ground Sampling Distance)의 크기에 따라 가로축과 세

로축의 일정 크기로 분할된 정사각형과 계산된 기준 z축 

높이를 곱하여 미세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모두 합산하면 3D 모델 부피를 추정할 수 있다. 

Fig. 1(b)는 부피 측정을 위한 미세 직육면체 가시화 방식

의 개념을 보여준다.

2.2.2 단면 중첩 방식

단면 중첩 방식은 실제 공사 현장 측량 값을 이용하여 

토공량 등 부피를 계산하는데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측

량 지형을 일정 단위 간격으로 잘라 면에 수직한 다수의 

평면을 만든다. 이 평면에 대한 면적 값을 적분을 통해 구

한 후, 단위 간격을 곱하면, 측량할 현장의 전체 부피에서 

단위 간격 당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식 (2) 참조).

Σ (단위 간격 * 단면도의 부피) = 실제 3D 모델의 부피  (2)

3. 토공량 현장 검증시험

3.1 토공량 산정 현장 검증시험 조건

정확한 토공량 산정 부피 추정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한

국건설기술연구원 연천 SOC 실증센터에서 현장 검증시

험을 수행하였다. 드론 촬영을 이용한 토공량 부피 산정을 

위해, 총 3단계 절토 및 성토를 수행하였다. 1, 2 단계 절토

는 동일한 폭(2m)으로 깊이가 다른(1.7m, 1m) 일직선 단

면으로 총 20m 길이로 절토 작업을 수행하였다(1단계: 8

m×2m×1.7m, 2단계: 12m×2m×1m). 3단계 절토는 2단계 

절토와 동일한 깊이(1m)와 폭(2m) 조건으로 측정 부피 지

형 변화를 위해 2단계 절토단면과 수직방향으로 수행하였

다. Fig. 2는 현장 검증시험 전경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 검증시험을 수행한 지반은 표준관입시험과 탄성파 

(a) Concept image of Delaunay 

triangulation of Voronoi diagram

(b) Concept image of visualization of microcubes 

for volume estimation

Fig. 1. Concept image of x, y cell method for volume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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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법 탐사를 통해 조사를 이루어졌고, 깊이 5m까지 N

값이 20∼30 범위 안에 존재하며, 중간정도 조밀함의 상

대밀도를 갖는 암갈색을 띄는 자갈섞인 실트질 모래로 구

성되어 있다. 설계시방서에 따르면 1.20∼1.30의 토공량 

환산 계수를 갖는다. 절토와 성토의 부피는 Cloud Compare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로, 세로로 셀을 나누어 1cm 

간격 조건으로 계산하였다.

3.2 GCP(Ground Control Point) 측량

본 연구에서는 GCP를 이용하여 정확한 현장 측량을 실

시하였다. GCP 측량은 RTK-VRS 장비를 이용하여 총 23

개 지점에 대해 수행하였고, 각 좌표는 X(North), Y(East), 

Z(Heigh)의 TM 좌표계로 측정되었으며 Fig. 3은 GCP 측

량 전경 및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a) 1st and 2nd Step (b) 3rd Step (c) Filling Work

(d) Concept image of In-situ tests

Fig. 2. Concept image of In-situ test for measurement of earth-work

            (a) GCP survey and UAV image                   (b) GCP distribution

Fig. 3. GCP (Ground Control Poin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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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드론 측량

현장 검증시험에서는 보급형 회전익 드론인 PHANTOM 

4 Pro를 사용하였고,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는 4864×3648 

크기의 이미지로 셔터 속도 1/320, 초점길이 8.8mm의 사양

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고도 약 20m, 60m, 이동 

속도 약 7m/s 조건으로 약 20분간의 자동비행으로 약 

11,000m2(100m×110m) 지역에 대해 313장의 드론 촬영이 

이루어졌다. 드론 촬영으로 얻어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3

차원 수치지도 생성 후, 항공사진측량 소프트웨어(Pix4D)

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으로 계산한 토량 부피 값을 

비교･검증 하였다. Fig. 4는 새롭게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드론 촬영 이미지를 3D 모델화 하고, 부피 계산을 

위해 GPS 측량 범위를 적용하여 만든 수치표고 모델을 보

여주고 있다.

4. 현장 검증시험 결과

4.1 GPS 현황 측량을 이용한 토공량 산출

총 3단계로 수행된 절･성토량 부피 계산은 기존의 공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GPS 측량 장비(RTK-VRS)를 이

용하여 지형 측량을 수행하여 측정되었다. 1단계 절･성토

면은 각각 31개, 21개 지점, 2단계 절･성토면은 각각 57개, 

41개 지점에 대해 측량이 이루어졌고, 3단계는 절토면에 

대해서만 77개 지점에 대한 측량을 수행하였다. 각 절･성

토 단면의 측량 좌표를 Cloud Compare를 사용하여 계산

하였다. Fig. 5는 1, 2, 3단계 절･성토가 수행된 지형에 대

한 GPS 표고 모델(Fig. 5(위))과 각 측량점을 가시화(Fig. 

5(아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GPS 측량 좌표들을 이

용하여 기준면을 설정하고, 기준면 경계점을 포함하는 평

면을 구성 후 절토 부위에 대한 삼각망으로 구성 후 셀을 

구성하여 부피를 계산하였다. 계산된 절･성토 부피를 이

용하여 다음 식 (3)을 이용하여 토량 환산 계수도 계산하

였다.

 
자연상태 토량

다짐상태 토량
,  
자연상태 토량

흐트러진상태 토량
  (3)

4.2 드론 측량을 이용한 토공량 산출

드론 촬영으로 얻어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3차원 수치

지도를 생성한 후, 항공사진측량 소프트웨어(Pix4D)와 토

공량 부피 계산 값을 비교하였다. Fig. 6은 각 단계별 드론

에서 촬영된 정사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사영상은 현재 

모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D 이미지로, 카메라에서 발생

하는 모든 왜곡을 제거하고 지도와 같은 이미지를 추출해

낸 결과물이다. 정사영상은 사진을 기반으로 3차원 모델

(a) 3D model (b) 3D model of applying GPS survey

(c) Digital surface map (d) Digital surface map of applying GPS survey

Fig. 4. Converted drone shooting image of applying GP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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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성된 이후에 3차원 모델에서 다시 추출한 이미지이

다. 즉, 3차원 모델을 수직(Ortho)으로 사상(Projection) 시

킨 결과물이다. 이는 무한대의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과 비

슷하다. 정사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드론으로 촬영한 데

이터를 기존 GIS 정보와 연동시킬 수 있다.

Fig. 7은 정사영상 데이터를 포인트 클라우드화 한 이미

지를 보여주고 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x, y, z 값을 가진 

점들로 이루어진 3차원 데이터이다. 이는 3D Reconstruction

의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로 x, y, z의 위치 정보와 RGB 

색상 값을 가진 점들이 높은 밀도로 모여 마치 구름처럼 

(a) 1st Step (b) 2nd Step (c) 3rd Step

Fig. 5. Volume calculation of earth cutting

(a) 1st Step (b) 2nd Step (c) 3rd Step

Fig. 6. Orthomosaic image

(a) 1st Step (b) 2nd Step (c) 3rd Step

Fig. 7. Point clou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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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고 해서 갖추어진 이름이다. 3D Reconstruction은 

이미지 간의 공통된 특징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3차원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공통된 특징점 하나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하나의 점으로 나타난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포맷은 크게 PLY, LAS가 있다. PLY는 Polygon File Format

의 약자로 가장 원본 그대로(Raw)의 데이터이다. 각 점의 

기본적인 값(x, y, z, RGB)을 담고 있는 포맷이다. LAS는 

원래 Lidar Point Cloud, 즉 라이다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담는 포맷이었으나, 최근에는 라이더 센서 이외

의 3차원 데이터로도 같이 사용되는 포맷이다. LAS는 

PLY보다 훨씬 복잡한 포맷으로 좌표계나 원점 정보를 포

함하여 다양한 메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토공량 부피 계산 알고리즘은 

LAS와 PLY 포맷을 모두 지원한다.

Fig. 8은 각 단계별 DSM을 보여주고 있다. DSM은 지

형의 고도 값을 수치로 저장함으로써 지형의 형상을 나타

내는 자료이다. 수치표고 모델은 정사영상과 같은 2D 이

미지에 색상 값을 고도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 시각화할 수 

있다.

4.3 현장 검증시험 결과

정확한 절･성토 부피 측정을 위해 GPS 측량 장비를 이

용한 지형 측량과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을 동시에 수행

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 측량 토공량 산출은 항공사진

측량 소프트웨어(Pix4D)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피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Table 1은 각각의 방식

으로 계산된 절토 및 성토 부피 계산 결과이고, Table 2는 

식 (3)을 이용하여 계산된 토량 환산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드론 촬영 이미지를 이용한 부피 계산 시 항공사진측량 

소프트웨어(Pix4D)는 셀 방식이 이용되어졌다. 본 연구에

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부피계산 시, 셀 방식과 단면 중첩 

방식 모두 적용할 수 있다.

Fig. 9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피 계산 알고리즘에 셀 

방식과 단면 중첩 방식 각각을 적용시켜 지형 측량 방식과 

범용소프트웨어(Pix4D)와 각 단계별 절토량을 비교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셀 방식을 적용시켰을 경우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Pix4D)와 유사한 

(a) 1st Step (b) 2nd Step (c) 3rd Step

Fig. 8. Digital surface map

Table 1. Measurement value

Step
Cut volume (m3) Fill volume (m3)

GPS Survey Pix4D Survey Carta Survey GPS Survey Pix4D Survey Carta Survey

1   27.075 23.782 25.550 35.217 30.825 35.487

2 56.486 47.3661 52.049 74.548 63.663 74.031

3 68.369 61.6874 72.267 N/D 79.4918 88.302

Table 2. Soil conversion factor

Step
Soil conversion factor

GPS Survey Pix4D Survey Carta Survey Reference Value

1 1.301 1.296 1.370

1.20 ~ 1.302 1.320 1.344 1.247

3 N/D 1.28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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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형 측량 결과와는 오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하지만, 단면 중첩 방식을 적용한 부피 계산 

결과, 지형 측량을 이용한 토공량 산출과 매우 유사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형 측량 기준으로 오차율 계산 결

과 역시 단면 중첩 방식을 적용한 알고리즘이 약 5%로 셀 

방식보다 정확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Fig. 10 참조).

각각의 부피 계산 방식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원인에 

의해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단

면 중첩 방식은 단면도를 구성하는 2차원 평면에 한해서 

2차원의 단면을 구성하는 다항함수를 수학적으로 적분하

여 곡선의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단면 중첩 방식은 무한히 작은 수준의 Resolution을 가지

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셀 방식은 단면도를 

자른 방향과, 단면도를 자른 방향에 수직한 방향 모두에 

대하여 설정한 Resolution으로 면적 및 부피를 추산한다. 

따라서 단면도를 자른 방향에 대한 면적에 한해서는 단면 

중첩 방식에서 측정된 면적 값이 셀 방식에서 측정된 면적 

값보다 정확한 값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GPS로 

측량한 영역은 일정 간격(수십 cm)을 기준으로 측량된 모

형을 기준으로 측정된 부피이기 때문에 단면도를 자른 방

향에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단면 중첩 방식의 Resolution

이 이 GPS로 측량한 측량점 사이의 간격과 더 가까운 값

이기 때문에 셀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단면 중첩 방식을 

적용한 토공량 부피 계산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토공량의 정확한 산출을 위하여 드론 

촬영 기술을 활용한 부피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으며, 

시스템의 검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드론을 이용한 고정밀 

            (a) Volume calculation using cell method (b) Volume calculation using section overlay method

Fig. 9. Comparison results of fill earth-work

(a) 1st Step (b) 2nd Step (c) 3rd Step

Fig. 10. Comparison results of error factor with Pix4D and Carta alg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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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량 산출을 위하여 현장 검증시험을 수행하였고, GPS 

측량 장비를 이용한 지형 측량과 드론 촬영으로 습득된 항

공사진으로 각각 토공량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드

론 촬영 사진을 이용한 부피 계산의 경우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기존 드론 측량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항공사진

측량 소프트웨어(Pix4D)와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각각의 방식으로 토공량을 산출하였다.

현장 검증시험 결과, 셀 방식 부피계산만이 적용되는 항

공사진측량 소프트웨어(Pix4D)의 토공량 부피는 지형 측

량 토공량 부피 계산 결과와 약 10∼20%의 큰 오차가 발

생하였다. 새롭게 개발한 토공량 산출 시스템은 셀 방식과 

단면 중첩 방식 모두를 적용할 수 있으며, 셀 방식을 적용

하였을 때 항공사진측량 소프트웨어(Pix4D)의 토공량 부

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단면중첩방식을 적

용하였을 때 지형 측량 토공량 부피 결과와 오차율 5%정

도로 정확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였

을 때, 새롭게 개발된 시스템(프로그램)은 토공량 산출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의 오차 역시 드론 촬영 이미지를 이용하여 수

치지형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GSD(Ground Sampling 

Distance)를 더 세밀하게 조정한다면, x, y셀 방식, 단면 

중첩 방식 모두 정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향후 다양한 지반조건, 광범위한 지형 등을 대상

으로 검증 연구를 수행하여 시스템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grant from the 

Research Project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Earth- 

work using UVA) fund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Korean government.

References

1. Choi, I. H., and Kim, M. G. (2014), “Availability Evaluation 

of UAV for Construction of Geospatial Information about 

Quantity”,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Vol.16, No.2, pp.149-156. (in Korean)

2. Field, D. A. (1988), “Laplacian Smoothing and Delaunay 

Triangulations”, Communications in Applied Numerical Methods, 

Vol.4, No.6, pp.709-712.

3. Han, S. M., and Park, T. S. (2018),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arth-work Volume Calculation by UAV (mapping-drone) 

Survey”,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pp.115-116. (in Korean)

4. Hugenholtz, C. H., Walker, J., Brown, O., and Myshak, S. 

(2015), “Earth-work Volumetrics with an Unmanned Aerial 

Vehicle and Softcopy Photogrammetry”, Journal of Surveying 

Engineering, Vol.141, No.1, 06014003.

5. Kim, S. G., Choi, P. H., Kim, D. K., and Nam, S. M. (2019), 

“Development of Earth-work management Platform through 

Digital Twin Technology based on the Drone & 3D Spatial 

Information”,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Conference 

(2019), pp.54-56. (in Korean)

6. Kim, S. J., Yoon, H. J., Kim, K. C. (2016), “On-site Demon-

stration of 3D Mapping Application for Surveying Earth-work 

using Drone Photogrammetry”,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Conference (2016),  pp.182-185. (in Korean)

7. Kim, T. W., Hong, S. H., Choi, H., and Lee, K. H. (2018), 

“Efficient Extraction of Road Cross Section Using a UAV”,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Vol.26, No.1, pp.69-75. (in Korean)

8. Lim, S. B., Seo, C. W., and Yun, H. C. (2015), “Earth-work 

Management for Dredged Soil Dumping Area by using 

Dron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Conference 

(2015), pp.99-100. (in Korean)

9. Oh, Y. H. (2018), “Applicability Analysis of Drone Survey 

Data for Digital Topographic Map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 Technology, Vol.19, No.5, pp.476-482. 

(in Korean)

10. Park, J. W., Kim. S., and Yun, W. G. (2018), “Work Progress 

Analysis in Earth-work Site using Drone”,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Conference (2018), pp.1299-1301. (in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