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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for Underground Information Precise Det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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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지하정보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재정을 통해 지하매설물의 노후화 또는 파손으로 인

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한다. GPR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지하공간의 정보를 습득

하는 기술로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GPR의 위치정보는 탐사 중 습득된 GPS 정보와 영상

을 확인하여 보정한다. 이 방식은 평균 오차가 2m 정도 발생한다. 따라서 평면오차를 감소시킬 방

안으로 LiDAR를 통한 보정법을 제시했다. 또한 제시된 방법을 활용하여 GPR정보를 보정하였다. 

그 결과 오차가 최소 7㎝에서 최대 40㎝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향후 수집된 정

확도 높은 GPR 정보를 AI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분석한다면 현재보다 더 빠르게 지하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지하정보, 정밀탐사, GPR, LiDAR, 정확도 개선

ABSTRACT

Underground information is difficult to visually check, which can lead to a huge 

accident in the event of a safety accident. Recent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tends to reduce safety accidents caused by the aging or damage of 

underground facilities through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GPR 

is increasingly being used as a technology to acquire information in underground spaces 

that are difficult to see with the naked eye. However, GPR's location information is 

corrected by checking images of CCTV and GPS information acquired during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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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ethod has an average error of about 2 meters. In this works, We used LiDAR to 

calibrate the GPR information and found that the error was reduced from at least 7㎝ to 

up to 40㎝. If accurate GPR information collected in the future is analyzed quickly using 

AI, etc., it will be able to collect and utilize underground information faster than it is 

now to secure safety.

KEYWORDS : Underground information, Precise detecting, GPR, LiDAR, Improve accuracy

서  론

지하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 제1

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하시설물의 위치, 지

반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지하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은 상수도, 하수도, 통신, 난방, 전력, 

가스 등 인공적으로 매설된 시설물을 말하고, 

지하구조물은 공동구, 지하철, 지하상가, 지하도

로 등 지하에 구축된 구조물을 말한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7). 최근 급

격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굴착을 통한 건

설공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의 변동 

및 상하수도 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토사유출이 

지반함몰을 일으키는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5).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1

회 이상 공동조사를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과 더

불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법을 

개정하여 주기적인 지하정보의 갱신계획을 수립

하고, 지하정보에 변화가 있는 경우 즉각 반영

하도록 법을 강화하였다. 강화된 법에 따라 지

하시설물 관리기관은 지속적인 조사와 탐사를 

통해 지하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수

행하게 되었다. 이미 서울시는 ’18년부터 ’20년 

7월까지 4,412㎞의 도로에 대하여 공동조사, 

탐사 및 굴착복구를 수행하였다. 많은 물량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탐사하기 위해 차량형 GPR 

(Ground Penetrating Radar)을 활용하고 발견

되는 공동을 복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

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20). 

GPR 탐사방식은 현존하는 물리탐사방식 중

에 해상도가 뛰어난 탐사 기술로 매설물, 공동, 

지반이상대 탐지에 유용하다. 더불어 지하정보

를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어 경제적이기도 하다(Lee, 2018). 그러나 GPR 

데이터의 위치정보는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일종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활용하여 습득하고 있

다. 그러나 도심지에서는 높은 지형지물로 인해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절대좌표를 습득하

기 어렵다(Kim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PS로 수집되는 위치정확도의 한계 극복과 탐

사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LiDAR를 활용한 

수평정확도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밀탐사 및 위치측위 방법

1. GPR의 원리와 특징

지하시설물의 측량은 지하시설물의 재질(금

속, 비금속)에 따라 전자유도방식RD(Radio 

Detection)과 GPR 방식으로 구분하여 수행된

다(Choi et al., 1998). GPR은 수MHz에서 수

GHz 범위의 전자기파를 사용한다. 이 전자파는 

지표와 접한 송신안테나를 통해 주매질 내부로 

방사시켜 이상 물체(지층경계, 매설물, 동공 등)

에 부딪혀 반사되는 전파를 분석하는 비파괴 탐

사 방식이다(Yoon et al, 2016). 따라서 지하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대량의 탐

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GPR 방식이 RD방식에 

비하여 효과적이다. 또한 GPR 방식은 송수신 

안테나의 주파수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탐사장비

를 구성한다면, 동일한 탐사지역을 대상으로 다

양한 깊이의 지하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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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nna frequency(MHz) 800 500, 450 250 100

Penetration depth(m)

Soil
Spec. 0.4 - 2 1 - 5 1 - 10 2 - 15

Field 1 1 - 2 2 - 3 3 - 5

Rock
Spec. 1 - 6 3 - 10 5 - 15 15 - 25

Field 1.5 2 - 3 3 - 5 4 - 8

※ Specification(Spec.) is manufacturer presented  penetration value. Field is real penetration value at ground.

TABLE 1. Penetration depth of GPR

FIGURE 1. Illustration of GPR scanning on a road and a possibile path of electromagnetic 

wave(Rhee et al., 2020)

GPR의 주파수는 고주파일수록 낮은 심도를 

저주파일 경우 깊은 심도를 탐사할 수 있다

(Kim et al., 2016). 임펄스 방식의 경우 안테

나별 투과 심도는 표 1과 같지만 포장 여건에 

따라 감쇠현상이 발생하여 실제 투과심도가 감

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테나 주파수는 투

과심도(Penetration depth)와 반비례하지만 해

상도(Resolution)에는 비례하는 특징을 갖는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한 조사심도와 해상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조합하여 병행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

이다(Lee et al., 2019). 이와 같은 GPR의 특

징을 바탕으로 100MHz에서 4GHz까지 46개 

채널을 활용하여 GPR 탐사를 수행하여 저심도

부터 고심도까지 높은 해상도의 지하정보를 취

득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중이다(MOLIT, 

2020).

2. GPS를 활용한 GPR의 절대좌표 취득방식

일반적으로 차량형 GPR 장비는 그림 2와 같

이 차량상부에 GPS를 부착하여 절대좌표를 취

득한다. GPS 신호는 위성의 고도각에 비례하여 

수신감도가 달라진다. 특히 높은 지형지물이 많

은 경우 차폐로 인해 수신기까지 도달하지 못하

거나 주변지형지물에 반사되어 수신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위치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발생하는데 이를 다중경로 오차라 한다(Kim, 

2019). 

더불어 지하시설물들은 도심에 주로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GPS 기반의 GPR 탐사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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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ulti channel GPR system for vehicle example

하정보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중경로 오차로 인

해 수평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차량과 안테나 고정 장치가 노면의 변화(포트

홀, 방지턱 등)에 따라 위치정보에 오차가 발생

하기 때문에 자이로스코프와 라인스캔 카메라의 

정보를 geo-referencing 하여 GPR 데이터 위

치 값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취득되는 

GPS의 위치 값의 오차가 커진다면 보정된 정보

의 활용성도 저하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위치측위 기술을 활용한다면 정밀한 지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LiDAR 기반 지하정보 정확도 향상 

방안

1. LiDAR 기반 지하정보 정확도 향상 방안

LiDAR(Light Imaging Detection And 

Ranging)를 활용하면 GPS만 활용하고 있는 

GPR 시스템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다중경로 오

차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넓은 영역을 기상조

건에 구애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Lee, 2008). LiDAR는 레

이저스캐너를 원점으로 관측점의 위치를 계산하

는 상대좌표체계로써 geo-referencing이 필요

하다. 특징점 주변에 GPS 기반 기준점을 설치

한 후 토탈스테이션 및 레벨을 이용하여 기준점

으로부터 상대측위 하고 이를 활용하여 geo- 

referencing을 한다(Park et al., 2010). 이렇

게 얻어진 절대좌표 기반 점군 데이터를 활용하

여 GPR 탐사정보의 위치 값을 보정함으로써 정

밀한 값을 갖는 GPR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2. LiDAR 기반 지하정보 정확도 향상 방안 

검증 절차

정확도 검증을 위해 그림 3과 같이 데이터 

처리 과정을 정립하였다. GPR을 운용하면서 

LiDAR를 동시에 운용하여 실험을 실시했다. 그

리고 데이터 취득 시간을 기준으로 GPR 데이터

와 GPS, LiDAR 데이터를 결합시켜 다중경로 

오차로 발생하는 위치측위 값을 보정한다. 

GPS와 LiDAR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최근 지

하시설물 매설공사를 수행하여 공공측량 성과심

사를 수행했던 서울특별시 일원을 대상으로 실

증을 수행하였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를 참

값으로 하여 GPS만 활용하여 탐사한 GPR 정

보와 GPS 및 LiDAR를 활용한 GPR 정보를 비

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한다.

LiDAR 기반 지하정보 정확도 향상 

방안 검증 및 활용방안

1. 데이터 정확도 검증

구축한 차량형 시스템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GPR의 GPS를 활용해 탐사한 결과와 LiDA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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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ccuracy verification of location value example

FIGURE 4. Test area (Base map from“Naver Map”)



지하정보 정밀탐사를 위한 GPR 데이터 위치정확도 개선 방안 / 류지송 ·장용구 ·박동현 37

Survey point Surveying coordinate GPR coordinate Residual

2-7
X: 192756.8390 X: 192759.7590

2.9434
Y: 552805.7530 Y: 552805.2890

2-8
X: 192760.1490 X: 192762.8640

2.8324
Y: 552803.4850 Y: 552803.4040

2-9
X: 192794.9510 X: 192794.4050

2.2130
Y: 552782.1080 Y: 552784.1060

2-10
X: 192799.7090 X: 192799.1580

2.3952
Y: 552777.3200 Y: 552779.5760

TABLE 2. Comparing surveying coordinate with GPR system coordinate

FIGURE 5. Comparing survey point of 2-7, 2-8 FIGURE 6. Comparing survey point of 2-9, 2-10

DEM coordinate LiDAR coordinate
Residual

X(m) Y(m) Z(m) X(m) Y(m) Z(m)

1698153.95890 4945277.7 50.205 1698153.66270 4945277.43960 50.077 0.42

1698151.76120 4945277.1 50.306 1698151.87010 4945276.72400 50.214 0.43

1697327.06280 4943894.6 39.58 1697327.08500 4943894.67490 39.415 0.09

1697343.26550 4943901.7 39.707 1697343.27980 4943901.78690 39.583 0.07

TABLE 3. Comparing surveying coordinate with LiDAR coordinate

보완한 GPR 데이터를 비교 검토 하였다. 장소는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최근 지하시설물 매설공사를

수행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수행했던 지점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GPR과 GPS만 단독으로 

데이터를 습득했을 때 그림5, 그림 6, 표 2와 

같이 평면오차가 작게는 1.2m에서 크게는 

2.9m까지 발생하였다. LiDAR를 활용하여 동일

지역에서 측량 값과 비교한 결과 표 3과 같이 

평균 오차가 최대 42㎝에서 최저 7㎝로 나타났

으며 GPR 정보의 평면오차를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GPS/LiDAR기반 GPR 탐사정보 활용방안

지하정보 정밀탐사 데이터는 GPR 데이터와 

LiDAR 데이터를 처리하여 생성되는 정보이다. 

GPR 데이터와 LiDAR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해석을 통해 그림 7과 같이 실시간으로 분석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미지 

프로세싱은 많은 데이터를 통해 알고리즘을 강

화시킴으로써 정확도가 향상되고 신속하고 정확

한 정밀 지하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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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ncept of using GPR system with AI for utilizing underground information

결  론

본 연구는 지하정보 정밀탐사 시스템에 사용

되는 GPR의 평면 정확도 개선을 위해 LiDAR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GPR 정보는 GPS를 기반으로 위치 값을 취득

하고 영상을 통해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기

존 방식대로 GPR의 위치 값을 측정할 경우 평

균 2m 수준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LiDAR의 경우 최대 오차가 40㎝ 

수준으로 매우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갱신자동화 및 

굴착현장 안전관리지원 기술 개발 연구단에서 1

차년도에 개발한 연구 성과물이며 2차년도부터 

탐사심도 확대와 수평, 수직 정확도의 확보를 

위해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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