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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스테레오 영상과 기준데이터를 활용한 
관로형 지하시설물 3차원 형상 복원

천장우1)·이임평 2)†

3D Reconstruction of Pipe-type Underground Facility Based 
on Stereo Images and Reference Data

Jangwoo Cheon1)·Impyeong Lee 2)†

Abstract: Image-based 3D reconstruction is to restore the shape and color of real-world objects, and
image sensors mounted on mobile platforms are used for positioning and mapping purposes in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Due to the increase in accidents in underground space, the location accuracy
problem of underground spatial information has been raised. Image-based location estimatio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with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determine the 3D location and simultaneously
identify internal damage from image data acquired from the inside of pipeline-type underground facilities.
In this study, we studied 3D reconstruction based on the images acquired inside the pipe-type
underground facility and reference data. An unmanned mobile system equipped with a stereo camera
was used to acquire data and image data within a pipe-type underground facility where reference data
were placed at the entrance and exit. Using the acquired image and reference data, the pipe-type
underground facility is reconstructed to a geo-referenced 3D shape. The accuracy of the 3D reconstruction
result was verified by location and length. It was confirmed that the location was determined with an
accuracy of 20 to 60 cm and the length was estimated with an accuracy of about 20 cm. Using the image-
based 3D reconstruction method, the position and line-shape of the pipe-type underground facility will
be effectively updated.
Key Words: In-pipe stereo image, Reference data, Pipe-type underground facility

요약: 영상기반 3차원복원은실세계객체의형태와색상을복원하는것이며, 실내외환경과목적에맞게영

상센서를이동플랫폼에탑재하여측위및매핑의목적으로활용한다. 지하공간사고발생의증가로지하공간

정보의 위치 정확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관로형 지하시설물 내부에서 취득된 영상데이터로부터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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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차원 복원은 실세계 객체의 3차원 형상과 표면의

색상을 디지털화하는 기술로, 이미지기반의 3차원 복

원은여러위치와방향에서대상을촬영한영상을사용

하여 카메라의 움직임을 추정해 3차원으로 복원한다.

컴퓨터 비전 또는 사진측량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Structure fromMotion (SfM)이나Visual SLAM (V-SLAM)

과 같은 기술은 3차원 복원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

이다(Chu et al., 2007). 3차원복원과정은복원하고자하

는객체또는지역에서취득된 2장이상을영상을이용

하여영상간의관계를파악하고삼각법을통해영상에

포함되는 지점들의 3차원 점을 계산한다. 이를 위해서

는 다양한 위치와 방향에서 취득된 영상이 필요하며,

이러한 영상들은 일반적으로 이동플랫폼을 통해 취득

된다. 3차원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환경에 적합

한플랫폼과센서를선정하여실내외환경과목적에맞

는적합한이동플랫폼에탑재되어측위및매핑의목적

으로 3차원으로복원된다.

지하공간사고발생으로지하공간정보의정확도문

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새로운관로형지하시

설물을 매설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의 관리함에 있

어지하시설물의위치는중요한요소이며, 실제공간에

서 시설물의 정확한 3차원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시설

물의관리에있어중요하다. 관로형지하시설물의위치

는관로형지하시설물이매설되기전영상과측량데이

터를 이용하여 3차원 위치를 결정한다. 관로형 지하시

설물이 매설된 이후에는 매설된 시설물의 3차윈 위치

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최근에

는관로형지하시설물내부에서취득된영상데이터로

부터 3차원 위치를 결정하며 동시에 시설물 내부의 손

상 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영상 기반

으로위치를측정하는연구가수행되고있다.

Hansen et al. (2011)은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가스관 내부에서 데이터를 취득하여 3차원 형상으로

복원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가스관내부에서카메라

를탑재한무인이동체시스템을구성하여가스관내부

에서데이터를취득하였다. 가스관내부는텍스쳐가단

순한환경이므로영상매칭에서오차가발생하였으며,

영상 매칭에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Zero Mean

Normalized Cross-Correlation (ZNCC) 값을이용해영상

간 정확한 공액점을 추정하였다. 번들조정을 통해 3차

원의위치를추정하였으며길이를이용하여추정된결

과의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Kannala et al. (2008)은 수도

관내부에서어안렌즈로취득된비디오데이터를이용

하여 SfM방법을 통해 관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하였다.

텍스쳐가적은환경에서영상간의신뢰도높은매칭점

만을 이용하여 3차원으로 복원하였다. 실린더 모델을

정의하고, 3차원으로 복원된 소수의 데이터를 이용하

여해당모델에적합한튜브형태의 3차원모델을생성

하였다. El Kahi et al. (2011)은 단안 카메라로 취득한 파

이프내부영상을이용하여 SfM을통해 3차원형상으로

복원하였다. 3종의 관에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상대

적인 길이를 통해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Hansen et al.

(2014)는 어안렌즈 카메라를 탑재한 무인이동체를 이

용하여 가스관 내부에서 데이터를 취득하여 3차원 형

상으로 복원하였다. 관로형 지하시설물이 직선구간과

T자형구간으로구분되어있어, 영상에서보여지는기

하학적형태에따라구분할수있는방법론을적용하였

으며, 3차원 형상으로 복원된 결과로부터 관로형 지하

시설물은 3차원모델을생성하였다.

선행된연구에서관로형지하시설물내에서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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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결정과동시에내부손상등을파악할수있다는장점으로영상기반의위치추정연구가수행되어오고

있다.본연구에서는관로형지하시설물내부에서취득한영상과기준데이터를함께사용하여영상기반으로

시설물의 3차원형상을복원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스테레오카메라를탑재한무인이동체시스템을구성하

고, 입구와출구에기준데이터가배치된관로형지하시설물내에서데이터를영상데이터를취득한다. 취득한

데이터와기준데이터를함께사용하여지오레퍼런싱된 3차원형상으로복원한다. 복원된결과의정확도를위

치와길이를통해검증하였으며, 위치는 20–60 cm의정확도로결정되었고길이는약 20 cm의정확도로추정된

것을확인하였다. 영상기반 3차원복원방법을통해관로형지하시설물의위치, 선형을효과적으로갱신할수

있을것으로판단된다.



영상을 이용하여 3차원 형상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영상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확인하

였다. 영상 간의 관계는 영상매칭을 통해 계산된 매칭

점에의해결정된다. 관로형지하시설물은외부환경에

비해시설물내부환경은빛이적고단조로운색상을띄

고 있어 영상매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데이터

취득방식에서다양한경로로데이터를취득하기어려

워 영상 매칭 발생하는 문제를 데이터 취득 방식의 개

선으로해결하기어렵다. 따라서관로형지하시설물내

부의 환경에서 영상매칭의 방법을 개선하려는 연구나

카메라파라미터를정확하게추정하는방법에관한연

구가진행되었다.

Summan et al. (2017)은관의내부에서촬영된영상간

의영상매칭에서매칭점간의분포에따라영상간의관

계추정의불확실성을실험적으로확인하였다. 관로형

지하시설물 내부의 환경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색상이

반복되는환경이므로이를극복하기위한연구를수행

하였다. Shang and Shen (2022)는 뎁스카메라를 이용하

여파이프내부에서데이터를취득하고, 취득한데이터

를 이용하여 파이프 3차원 모형을 생성하였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정밀한 카메라 파라미터를 추정

하였으며, 파이프내부에마커를부착하여정확도를평

가하였다.

영상간의관계추정을개선하기위한연구가수행되

었지만, 영상간의정합오차가줄어들더라도 3차원복

원시관의길이가길어짐에따라작은오차들이누적되

어최종적으로복원되는 3차원위치가부정확하게된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여러연구에서는다른센서를추

가적으로탑재하여영상기반으로 3차원형상을복원하

는데도움을주도록하는연구가수행되었다. Gunatilake

et al. (2019)는스테레오카메라와적외선레이져를이용

하여 3차원형상을복원하는연구를수행하였다. 영상만

으로는누적되는오차를해결하기어렵기때문에시작

지점에서부터 길이를 측정하는 인코더를 함께 활용하

여실시간으로 3차원맵을생성하였다. 관의지름과인

공적인결함의길이를통해매핑오차를확인하였을때

1 mm정도에오차가나오는것을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영상을 이용하여 3차원 형상을 복

원할 때 영상 간 정합과 시설물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

라오차가누적되는문제가있음을확인하였다. 누적되

는 관측오차를 제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며, 측

량 분야에서는 기준데이터를 이용하여 관측오차를 제

거한다. 사진측량 분야에서 기준데이터로써 기준점을

주로활용하며, 지상기준점정보를통해항공사진이나

드론사진의정밀한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을수

행한다. 지상기준점은측량기기를통해정확하고정밀

한 위치 정보이며 지상기준점을 이용하여 번들조정을

수행하는 경우에 절대좌표를 갖는 위치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누적되는 오차

를조정하고생성되는결과를지오레퍼런싱할수있는

추가적인정보로기준점정보를사용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관로형지하시설물내에서취득한스

테레오영상과입/출구의기준데이터를함께활용하여

관로형 지하시설물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하는 것을 목

적으로한다. 스테레오카메라를탑재한무인이동체시

스템을구성하고, 관로형지하시설물내에서영상데이

터를취득한다. 관로형지하시설물입구와출구에기준

데이터가확보되어있는것으로가정한다. 기준데이터

는 절대좌표를 참조하는 기준점 정보이며, 100 m길이

의 3종 관로형 지하시설물에 적용하여 무인이동체 시

스템에탑재한스테레오카메라로입/출구의기준데이

터가 포함된 영상을 취득한다. SfM방법을 통해 3차원

형상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기준데이터와 영상정보

를함께사용하여관로형지하시설물을절대좌표를참

조하는 3차원형상으로복원한다.

2.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2대의 스테레오 카메라를 탑재한 무

인이동체를 관로형 지하시설물 내부에서 운용하여 데

이터를취득하고, 취득한영상정보로부터관로형지하

시설물의 3차원형상을복원하고자한다. 3차원복원시

관로형 지하시설물 내부에서 취득된 영상과 입출구에

배치된 기준데이터로부터 지오레퍼런싱 된 관로형 지

하시설물의 3차원형상을복원한다.

1) 관로형 지하시설물 내부 영상 취득을 위한 

무인이동체 시스템 구축

무인이동체 시스템은 관로형 지하시설물 내부에서

스테레오 영상과 기준데이터를 활용한 관로형 지하시설물 3차원 형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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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되면서내부의영상정보를취득하는기능을한다.

해당 시스템은 시설물 유지관리 점검용 무인이동체인

ROBOCAM1에 스테레오 카메라와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보드를 함께 탑재하여 구성한다. 시설물 내에

서 무인이동체 시스템은 직선 주행으로 운용되므로, 2

개의 스트립으로 데이터가 취득되도록 ZED2 스테레

오카메라를선정하였다. 선정한카메라의사양은Table

1과같다. ZED2 카메라는 FHD (1920 × 1080) 크기의스

테레오영상을초당 30프레임으로취득할수있다. 또한,

스테레오 카메라를 구성하는 2개의 카메라 간격을 통

해스케일을결정할수있는장점을활용할수있다. 3차

원형상복원에활용되는기준데이터가관로형지하시

설물입구와출구에배치되어있으므로이를관측할수

있도록 스테레오 카메라는 2대를 탑재하였다. 한 대의

카메라는 무인이동체의 전방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탑재하며, 다른카메라는후방을바라보는방향으로탑

재하였다. 제어보드는 NVIDIA Jetson Nano를 사용하

였으며, 센서제어와취득되는데이터를저장한다. 시설

물내부는빛이없는환경이므로빛을공급하기위해전

/후방카메라상단에 LED패널을함께탑재한다. 무인

이동체시스템의전체적인형태는 Fig. 1과같다.

2) 관로형 지하시설물 기준데이터 배치

3차원 형상 복원 과정에서 기준데이터는 복원되는

결과의정확도를향상할수있는데이터로사용된다. 관

로형지하시설물내부는색상이나형태의변화가적어

영상간관계를추정하는데오차가발생할확률이높고,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오차가 누적될 확률이 높다. 입

구와출구에배치된기준데이터는누적되는오차를제

거해 줄 수 있으며, 정밀한 데이터이므로 오차를 최소

화하는조정과정에서도효과적이다. 또한, 관로형지하

시설물 내부에서 취득한 영상만으로 3차원 형상을 복

원하면결과는상대적인위치를갖는결과가생성되지

만, 절대좌표를 참조하는 기준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3차원 형상을 복원함과 동시에 지오레퍼런싱 과정이

함께 수행된다. 다른 관로형 지하시설물과의 3차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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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stereo camera

Image

Spec.

Sensor Type: 1.3″ 4MP CMOS
Resolution: 1920 × 1080 @30fps

Focal Length: 2.12 mm
Baseline: 120 mm

Field of View: Max.110° (H) × 70° (V) × 120° (D)

Fig. 1. In-pipe unmanned system.

Fig. 2.  Reference point: (A) artificial marker structure and (B) image including reference points



치를비교하기위해서는같은좌표계를참조하는것이

요구되므로조정과정에서지오레퍼런싱이되는것은 3

차원매핑에서도효과적이다.

본연구에서는관로형지하시설물의입구와출구에

절대좌표를 참조하는 기준데이터를 사용한다. 매설된

지하시설물의 입구와 출구 주변에 고정밀 3차원 위치

정보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3차원 위

치정보는 절대좌표를 참조한다. 기준데이터로 활용될

수있는정보의유형은다양하지만본연구에서는기준

점형태로정의하였다. 항공영상분야에서많이활용되

는방법으로기준점의위치를측량하고, 이를 2차원영

상에서측점하여사용한다. 기준데이터는높은위치정

확도를가지고있으므로카메라내부파라미터를함께

추정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기준점 데이터는 Fig.

2(A)와같으며, 관로형지하시설물내에서취득한영상

에 포함된 기준데이터의 형태는 Fig. 2(B)와 같다. 관로

형지하시설물의입출구에배치된기준점은시설물주

변의 고정밀 3차원 위치정보이며,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와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정밀하

게측량한정보이다. Fig. 2(A)의각패치의중심점의위

치를측량하였다.

3) 관로형 지하시설물 3차원 형상 복원

본연구에서는관로형지하시설물의입구에서무인이

동체시스템을운용하여출구까지의영상을확보하고, 이

를관로형지하시설물의 3차원형상을 SfM방법을통해

복원한다. 취득되는시설물내부영상은출구방향의전

방영상과입구방향의후방영상이취득된다. 전방영상

과 후방영상을 정합하는 과정에서 기하학적인 제약에

따라영상이정합되지않는문제가있었으며, 전방영상

과후방영상간의공액점을찾더라도번들조정과정에

서 공액점이 이상치로 제거되었다. 따라서 한 쪽 방향

의영상과해당방향에있는기준데이터만을이용하여

결과를생성한후에결과를조합하였다. 전방영상과출

구에있는기준데이터그리고후방영상과입구에있는

기준데이터로 나누어 3차원 형상을 복원하며, 2개의 3

차원형상복원결과를결합하여최종적인관로형지하

시설물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한다. 관로형 지하시설물

을복원하는과정은 Fig. 3와같다.

(1)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 추정

실세계의정보를사진으로담아내는과정은 3차원의

정보를 2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3차원의 정보를 2

차원으로기록할때카메라에포함된오차가반영된다.

이미지기반의 3차원복원과정은 2차원의영상정보를통

해객체의 3차원형상을복원하는것이며, 이를위해서

는카메라파라미터를정확히구하는과정이필요하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카메라 내부 파라미터는 추정

하는과정으로, 영상을취득하였을때의카메라의내부

파라미터를 정확히 추정하여야 올바른 3차원 정보를

생성할수있다. ZED2 카메라는제조사에서카메라캘

리브레이션기능을제공하고있으며, 격자보드를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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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orkflow of 3D reconstruction from in-pipe images and reference data.



위치와방향에서촬영하여카메라내부파라미터를추

정한다. 추정하는파라미터는초점거리, 주점, 왜곡계수,

카메라간격이며, 추정된결과는 Table 2와같다.

(2) 새로운 기준데이터 생성 및 3차원 복원

SfM과정에서는 다수의 영상으로부터 카메라의 움

직임을파악하기위해서는영상간의대응관계를알아

야 한다. 영상의 대응 관계는 주로 코너와 같이 영상에

서추출이용이한특징점을이용한다. 2장이상의영상

에서 영상 간 대응 관계인 매칭점이 파악되면, 매칭점

에대해 3차원좌표를결정한다. 3차원좌표는공선방정

식에따른삼각측량법을통해결정되며, 번들조정에의

해관측에포함되는오차를최소화한다. 번들조정은카

메라의 위치/자세와 삼각측량법을 통해 결정되는 3차

원좌표에포함되는오차를최소화하는과정이며, 결정

된 3차원점을다시영상으로역투영했을때의오차를

줄이는방식으로조정한다. 번들조정과정에서기준점

데이터은 3차원 복원에 있어 제약조건으로 사용된다.

전방영상을사용하는경우에는출구쪽에배치된기준

점데이터가함께사용되며, 후방영상을사용하는경우

에는 입구 쪽에 배치된 기준점 데이터가 사용된다. 이

를이용하여관로형지하시설물을 3차원으로복원하면

절대좌표를 갖는 데이터가 생성되지만, 기준데이터와

가까운 쪽의 3차원 위치는 정확하지만 최적화를 진행

하면서 오차가 누적되어 기준데이터와 멀어지는 경우

에는위치정확도가낮은결과가생성된다. 일차적으로

생성된 결과는 한쪽의 기준데이터만 사용되어 있으므

로, 3차원으로복원된 2개의결과를결합하여입구와출

구 지역 모두 위치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생성한다. 후

방영상으로부터 생성한 결과에서 입구에 가까운 곳의

특정지점을 측점하여 새로운 기준데이터를 생성한다.

Fig. 4는새로운기준데이터를측점하는과정을나타낸

것이며, 첫번째이음새부분에서 3점이상을측점하여

결과를생성한다. 관로형지하시설물내부영상에서영

상점을 측점하면, 번들조정의 결과로 생성된 조정된 3

차원위치정보를계산할수있다. 생성한기준데이터를

전방영상과 출구 기준데이터를 사용한 결과에 반영하

여입구와출구에기준데이터를모두사용하도록결과

를생성한다.

3. 실험 및 결과

본연구는관로형지하시설물을재현한실험현장에

서 진행하였으며, 실험현장은 관로형 지하시설물은 3

개의관종으로구성하였다. 각관로형지하시설물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시설물의 3차원 형상을 복원하여

정확도를평가하였다.

1) 실험장소

실험장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에 3

개의관종으로된관로형지하시설물을설치하여테스

트현장을구성하였다. 흑관은길이가 100 m이며, 재질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8, No.6-1, 2022

– 1520 –

Table 2.  Camera parameter

Parameter
Front Camera Back Camera

Left Right Left Right
f 1057.54 1055.82 1056.42 1055.06

cx 61.53 83.27 42.72 –3.61
cy –8.57 –27.93 –46.437 39.774
K1 –0.0416 –0.0037 –0.0406 –0.0416
K2 0.0092 0.0027 0.0099 0.0101
K3 –0.0045 –0.0045 –0.005 –0.005
P1 –0.0007 –0.0007 –0.0001 –0.0001
P2 –0.0002 –0.0002 –0.0012 –0.0012

Baseline 120.0550 mm 120.0264 mm

Fig. 4. Measurement of new reference data.



은철로구성되어있다. 종단면경사를 5도범위에서높

낮이를 조절하여 제작하였다. 이중벽관은 길이가 100

m이며, 횡단면을 11.5도범위에서 S자의형태로제작하

였다. 흄관은 길이가 50 m이고 1도의 경사구배로 제작

하였다. 3종의 관로형 지하시설물은 지하공간에 매설

하지 않고 지상에 구성되어 있다. 실험현장은 Fig. 5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왼쪽부터 강관, 이중벽관, 흄관 순

이다.

2) 관로형 지하시설물 내부 영상 취득

관로형지하시설물내에무인이동체시스템을배치

하고스테레오영상데이터를확보하였다. 0.1 m/s의속

도로 무인이동체를 움직이며 초당 30프레임으로 데이

터를취득하였다. 각관에서는 11,546(강관), 12,502(이중

벽관), 3,466(흄관)장의영상을취득하였다.

Table 3에서 제시된 영상은 시설물 내부에서 취득된

데이터의예시이다. 정확도평가에서사용되는이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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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st site: (A) pipe-type structure construction and (B) orthophoto from drone image.

Table 3.  In-pipe images
Pipe Type Inner Joint

Steel

Double-Wall



부분의영상도함께첨부하였다. 강관은붉은색을띄고

있는관으로내부에녹이쓴부분이있어텍스쳐가부족

하지않았다. 이중벽관은강관과는다르게부식이되지

않았지만 검은색으로 되어있고 내부에 스크레치가 있

으며, 일정간격으로 홈이 파여져 있어 데이터 취득 시

무인이동체에떨림이있었다. 흄관은밝은회색으로되

어있으며약간씩홈이파여져있는부분들이있었다.

3) 3차원 형상 복원 결과

관로형 지하시설물의 3차원 형상 복원을 위해 전방

영상과출구기준데이터, 후방영상과입구기준데이터

로 나누어 3차원 형상을 복원하였다. 카메라 캘리브레

이션을통해결정된카메라파라미터와관로형지하시

설물내부에서취득한영상데이터, 그리고기준데이터

를입력으로하여데이터를처리하였다. 후방영상과입

구기준데이터를이용하는것은새로운기준점데이터

를생성하기위한것이므로시설물에전체를촬영한데

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음새 2개만큼을 포함

한 데이터만을 사용하였다. 생성된 3차원 형상으로부

터첫번째이음새에새로운기준점을생성하였다.

새로운기준데이터를적용하지않고데이터를처리

하였을때, 오차가누적되어기준데이터와거리가멀어

짐에따라위치가부정확하게 3차원으로복원된다. Fig.

6는는 드론으로 생성한 3차원 형상(흑색)과 관로형 지

하시설물 내부에서 취득한 영상으로 복원한 3차원 형

상(붉은색)을 겹쳐서 가시화한 것이다. 기준데이터에

가까운 출구 부근에서는 복원된 2개의 결과가 일치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준데이터와 먼 입구 부근

에서는복원된결과가차이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3

개의 시설물에서 확인하였을 때 기준데이터가 멀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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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Pipe Type Inner Joint

Con’c Hum

Fig. 6.  Overlap of 3D reconstruction result: (A) near exit and (B) near entrance.



쪽에서는약 3–5 m의오차가발생하였다.

새롭게생성한기준점을전방영상과출구기준데이

터와 함께 이용하여 관로형 지하시설물의 3차원 형상

을복원하였다. 관로형지하시설물의거리에따라누적

되는오차를줄여주고, 양끝지점에서 3차원으로결정

되는위치를보정할수있도록하였다. Table 4는관로형

지하시설물을 3차원형상으로복원한결과이다.

4) 정확도 검증

정확도평가용데이터는관로형지하시설물이매설

이 되어있지 않고 지상에 있어 드론 촬영을 통해 평가

하였다. 관로형지하시설물이설치된실험현장에서드

론 영상을 취득하여 절대좌표를 갖는 3차원 모델을 생

성하였다. 드론은 DJI사의 Phantom4를사용하였다. 영

상은 1,171장을취득하였으며, 다양한위치와각도에서

촬영하였다. 정확한좌표값을추정하기위해실험현장

에서분포를고려하여 13개지상기준점을확보하였다.

13개의 지상기준점 중 3개는 검사점으로 사용하였으

며, 10개는지상기준점으로번들조정에사용되었다. 검

사점으로 하였을 때 X축으로는 3.7 cm, Y축으로는 1.1

cm, Z축으로는 7 cm의오차가있는것으로결과가생성

되었다. 항공삼각측량을 통해 3차원 모델을 생성하였

으며관에이음새마다표기를하여해당지점의위치좌

표를 계산하였다. 표기한 형태는 Fig. 7과 같다. 관로형

지하시설물 내부에서 취득한 영상으로 생성된 3차원

복원결과와해당지점을비교하여각위치마다의정확

도를평가하였다. 강관과흄관은이음새부분이육안으

로구분이가능하여해당지점을정확하게표기할수있

었지만, 이중벽관은이음새부분이다른구조물로가려

스테레오 영상과 기준데이터를 활용한 관로형 지하시설물 3차원 형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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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3D reconstruction result
Pipe Type 3D reconstruction

Steel

Double-Wall

Con’c Hum

Fig. 7.  Measurement of the point for accuracy test from
drone image.



져있어위치를기록하지못하였다.

정확도평가는이음새부분의위치를비교하여절대

위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관로형 지하시설물의 길이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크기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구분하

여정확도를검증하였다. 관로형지하시설물내부에서

취득한영상에서도 Fig. 8과같이측점하여이음새부분

에서의위치를측정한다. 관로형지하시설물내부에서

측정한결과와드론영상을통해측정한결과를비교하

여각위치에서의정확도를확인한다.

지점별 위치 오차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강관의 입구와 출구에서는 기준데이터와 가까운 위치

로드론영상에서측점한결과와비교하였을때오차가

약 20 cm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기준데이터에서

멀어질수록 오차가 늘어나서 최대 약 60 cm로 증가하

였다. 흄관은 강관과는 다르게 출구 쪽에서는 위치 오

차가 13 cm였지만, 입구쪽으로갈수록약 60 cm로증가

한것으로나타났다. 새롭게생성한기준데이터의정확

도가실제측량한결과에비해부정확하여입구와출구

의오차가증가한것으로판단된다.

길이는각지점에서의영상의위치를이용하여길이

를 측정하였다. 시설물의 이음새 부근의 영상을 사용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와 같다. 실제 거리는 드론

영상과 지상기준점 사용한 측량한 결과로부터 측정하

였다. 강관과 이중벽관의 경우 약 0.2 m의 차이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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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Measurement of the point for accuracy test from
in-pipe image.

Table 5.  Position accuracy by check point

Point
Steel Con’c Hum

Diff_X (m) Diff_Y (m) Diff_Z (m) RMSE (m) Diff_X (m) Diff_Y (m) Diff_Z (m) RMSE (m)
1 0.008997 -0.19277 -0.1596 0.250427 -0.28193 0.449379 0.260173 0.590861
2 -0.09447 -0.13683 -0.08839 0.188315 -0.42754 0.438938 0.181614 0.639095
3 -0.22155 -0.18574 -0.05073 0.293521 -0.37014 0.472272 0.256863 0.652704
4 -0.2504 -0.17234 0.056598 0.309197 -0.38867 0.466811 0.232019 0.650241
5 -0.36044 -0.38849 0.182833 0.560596 -0.40959 0.437202 0.242239 0.646211
6 -0.37193 -0.33785 0.275928 0.573245 -0.4238 0.422287 0.237218 0.643589
7 -0.40063 -0.38604 0.138745 0.573391 -0.45141 0.397519 0.22893 0.643588
8 -0.40832 -0.1763 0.144351 0.467596 -0.46282 0.368852 0.21426 0.629417
9 -0.41572 -0.19764 0.052123 0.463251 -0.46872 0.34465 0.2153 0.620351
10 -0.53078 -0.2482 0.108839 0.595965 -0.47215 0.298235 0.197554 0.592365
11 -0.36551 -0.24859 -0.05148 0.445018 -0.46814 0.268377 0.173619 0.566858
12 -0.32017 -0.24999 0.14636 0.431772 -0.45755 0.245826 0.145616 0.539431
13 -0.21538 -0.24206 0.09059 0.336432 -0.43455 0.208369 0.112226 0.49482
14 -0.10575 -0.19404 -0.04833 0.226206 -0.41793 0.187362 0.069285 0.463219
15 -0.12013 -0.21334 -0.36505 0.43955 -0.37287 0.182211 0.051112 0.418145
16 0.068569 -0.18613 0.129587 0.23694 -0.32603 0.140756 0.003586 0.355137
17 -0.27308 0.100187 -0.06277 0.297570
18 -0.22074 0.06785 -0.07841 0.243879
19 -0.16909 0.061691 -0.08218 0.197869
20 -0.07703 -0.01476 -0.11468 0.138936

Total 0.399464 0.501214



으며, 흄관의 경우는 0.056 m로 오차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수있었다. 누적되는오차가시설물의길이에따

라누적되므로상대적으로길이가짧은경우에오차가

적게나오는것을확인하였다.

5. 결론

본연구에서는스테레오카메라를탑재한무인이동

체시스템으로부터취득된관로형지하시설물내부영

상과 기준데이터를 이용하여 관로형 지하시설물의 지

오레퍼런싱 된 3차원 형상을 복원하는 연구를 수행하

였다.

시설물내부의영상데이터를취득할수있는무인이

동체 시스템과 3개 관종의 관로형 지하시설물을 구축

한 실험장소를 구성하였다. 3개의 관로형 지하시설물

입출구에기준데이터를배치하고, 측량장비를통해기

준데이터의 정밀한 3차원 위치정보를 취득하였다. 시

설물내부에서시스템을운용하여전후방스테레오영

상을확보하였다. 시설물내부에서후방을바라보는영

상을 이용하여 3차원 형상으로 복원하고, 전방영상에

서확인할수있는새로운기준데이터를생성하였다. 새

로운기준데이터와출구의기준데이터, 내부영상데이

터를이용하여 SfM방법을통해 3차원형상으로복원하

여지오레퍼런싱된 3차원형상을복원하였다.

복원된결과를위치와길이에대하여정확도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정량적평가를위해실험환경에서드론

과측량장비를이용해검증데이터를확보하였다. 시설

물외부에서촬영된드론영상과측량정보를이용해생

성한정밀한측량결과와시설물내부에서취득한영상

으로부터 생성된 3차원 복원 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

하였다. 정량적평가는시설물의위치를기준으로평가

하는 방법과 상대적인 값인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2가

지방법으로나누어진행하였다. 강관의경우, 입출구에

서는 약 20 cm의 위치 오차를 확인하였으며, 기준데이

터와 거리가 먼 시설물 중간에서는 위치 오차가 60 cm

로증가하였다. 흄관은강관과는다르게출구쪽에서는

위치오차가 13 cm였지만, 입구쪽으로갈수록약 60cm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새롭게생성한기준데이터

의정확도가실제측량한결과에비해부정확하여입구

와 출구의 오차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관과 이

중벽관의경우약 0.2 m, 흄관의경우는 0.056 m차이가

있는것을확인하였다. 절대위치에대한차이가있더라

도상대적인길이는차이가적게나타났다.

본연구를통해영상기반으로관로형지하시설물의

3차원형상을복원하고, 지오레퍼런싱된시설물의 3차

원위치를추정가능한것을확인하였다. 100 m길이의

2개의관과 50 m길이의 1개에관에서적용하였을때실

제위치와 20–60 cm의오차로결정될수있어매설된지

하시설물의위치를영상기반으로정밀하게결정할수

있을것으로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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