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➒ 부재력이	최대로	발생하는	부분에	재료비선형성을	고려하는	힌지를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다. ➓ 출처:참고문헌11
� 대표적인	비주얼	스크립팅	툴인	Rhino	Grasshopper의	유전알고리즘기능(Galapagos,	Octopus)과	물리엔진기능(Kangaroo2)을	이용하는	최적화	기법이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림 12] 2차해석을 위한 구조요소 분절

[그림 13] 재료비선형성 고려를 위한 힌지 정의 예시

04. 맺음말

직접해석법은 잔류응력의 영향을 포함한 구조물 강성의 불확

실성과 시공상 수직도 오차를 해석에서 직접 반영하기 때문에 

K값 산정 절차가 불필요하며, 가새골조, 모멘트골조 기타 모

든 강구조물 안정성검토에 별다른 제약 없이 적용 가능하므로 

비정형 강구조물 안정성 검토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복잡한 형상을 갖는 구조물의 거동을 더 정확하게 묘사

하여 설계자의 판단에 도움을 준다.

반면 압축력에 의한 강성 연화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구조물의 

강성계를 수정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수반하며 경우에 따라 

해석 모델링의 자유도를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다른 안정성 

검토방법 보다 해석 비용이 높다. 그러나 해석프로그램의 발

전과 하드웨어 처리속도 발전으로 큰 단점이 되지 않는다.

[그림 14] 비주얼스크립팅을 활용한 비정형구조 형상 스터디 예시

[그림 15]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이형 구조부재 제작 ➓

최근 구조해석 기술의 발전은 비정형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뿐

만 아니라 설계 초기단계의 매스스터디 과정에 있어서도 특정

한 제약조건 하에 최적의 해답을 찾도록 스크립트화하는 방법

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3D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복잡

한 형상의 구조부재도 종전에 비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제

작이 가능하다. 설계, 제작과정의 한계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디자인의 구조물이 대중화되어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 공간

을 향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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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스캐닝 기술개요 및 건축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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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레이저스캐닝 기술 정의

레이저스캐닝은 물체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반사된 레이저를 

수신해 얻은 3차원 좌표의 정보의 집합인 포인트 클라우드

(Point Cloud)의 데이터 형식으로 형상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기계, 조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넓은 범위의 형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

점 때문에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대규모 시설물과 비정형 구조

물 측량시 활용성이 높다. 

레이저스캐너의 작동 방식은 활용분야에 따라 다양하나, 건축

구조물 측량에는 TOF(Time of Flight) 방식의 레이저스캐너

가 주로 사용된다. TOF 방식 레이저스캐너는 반사된 레이저

가 수신기로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점의 거리를 측정한

다. 고정된 측정위치를 중심으로 스캐너 본체와 반사판이 회

전하며 레이저를 방사해 공간의 형상을 기록한다[그림 1]. 

[그림 1] TOF 방식 레이저스캐너 작동원리 ➊말초 설

점 사이의 거리를 좁게 하여 촘촘하게 측정할수록 고정밀 데

이터를 얻을 수 있으나 측정 소요시간이 늘어나므로 데이터의 

활용목적, 물체의 거리와 스캐닝 환경에 따라 정밀도를 조정

한다. 일반적으로 측정시 가려진 부분인 비가시영역(음영)을 

포함해 넓은 영역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스캐너 장비를 이동

하며 여러 차례 촬영을 수행하고 개별 촬영 데이터를 동일한 

좌표계로 이어 붙여(정합, Point Set Registration) 하나의 연

결된 데이터를 형성한다[그림 2].

[그림 2] 1개소 측정(좌), 3개소 측정 후 정합(우)초 설계 프로세스 개선                                                   

[표 1] 레이저스캐너 장비 비교

구분 Leica RTS360 ➋ Trimble X7 ➌ 

무게 5.35kg 5.8kg

크기(mm) 120x240x230 178x353x170

정확도
1.9 mm @ 10 m
2.9 mm @ 20 m
5.3 mm @ 40 m

2.4 mm @ 10 m
3.5 mm @ 20 m
6.0 mm @ 40 m

최대속도 200만 포인트/초 50만 포인트/초

측정범위
0.5m ~ 130m
360°x300°

0.6m ~ 80m
360°x282°

자동정합 IMU + VIS IMU

전용
소프트웨어

• Cyclone
• Cyclone Cloud
• CloudWorx
•  TruView

• RealWorks
• EdgeWise
• Business Center
• Trimble Connect

데이터
포맷

Import: XYZ, PTS, PTX, 
LAS, E57, ZFS, DP, RCP

Export: XYZ, PTS, PTX, 
E57, DXF,  PCI/CWF, 
DBX, Land XML, RCP

Import: XYZ, E57, LAS, 
LAZ, ZFS, RSP, FLS, DP, 
PTX, PTS

Export: E57, ASC, LAS 
1.2, LAS 1.4, LAZ, POD, 
PTS, PTX, TZF, BSF, 
KMZ, DWGM DXF, DGN, 
FBX, OBJ

장비 사진

➊  USING	POINT	CLOUD	TECHNOLOGY	FOR	PROCESS	SIMULATION	IN	THE	CONTEXT	OF	DIGITAL	FACTORY	BASED	ON	A	SYSTEMS	ENGINEERING	INTEGRATED	APPROACH,	Salehi	Vahid,	2014
➋ Leica	RTC360	Product	Specifications,	Leica	Geosystems.		 			 		➌ Trimble	X7	Data	Sheet,	Tri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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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스캐너 장비 선정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술사양으로는 

데이터 정확성, 스캐닝 속도, 측정범위, 크기와 무게, 자동정합 

지원 여부, 전용 소프트웨어의 성능 및 호환성 등이 있다. 제조

사별 전용 소프트웨어에 따라 파일 포맷 지원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연동하여 사용할 모델링, 뷰어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포맷 호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레이저스캐닝 데이터는 정

보량이 많기 때문에 후처리 소프트웨어 작업을 위해서는 고사

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상기 [표 1]에서 국내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Leica 

Geosystems사와 Trimble사의 대표적인 장비 및 소프트웨어

를 비교하였다.

03.	레이저스캐닝 작업 흐름

[그림 3] 레이저스캐닝 작업 흐름초 설계 프로세스 개선방안                                                                                                  

[그림 3]은 일반적인 레이저스캐닝의 작업 흐름과 각 단계에 

포함된 작업 및 생성 데이터를 나타낸다. 레이저스캐닝 작업

은 크게 1)계획 및 스캐닝 단계, 2)데이터 처리 단계, 3)분석 및 

활용 단계, 4)모델링 단계로 구분된다. 

3.1 계획 및 스캐닝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공간의 환경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측정 

계획을 수립한다. 레이저스캐닝의 작업구역부터  측정 동선, 데이

터 정밀도, 공정 진행 상황에 따른 현장 스캐닝 수행시점, 기준

점, 철거부 및 보양재 등 지장물 현황, 안전성 등을 검토한다.

스캐닝 계획 수립 후 먼저 스캐닝 기준점을 설정한다[그림 4]. 

스캐닝 기준점은 정합된 스캐닝 데이터를 기존 2D도면/3D 

모델의 좌표계에 정렬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준점은 3차

원 좌표계 정의를 위해 최소 3개 이상을 설정한다. 체커보

드(Checkerboard) 혹은 구체 타겟으로 기준점을 설치한 경

우 처리 소프트웨어에서 타겟 인식 기능을 지원한다[그림 5]. 

현장 기준점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도근점 및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장비로부터 절대좌표를 취득해 

기준점을 설치하거나, 기둥 모서리 등 움직이지 않는 고정점

을 상대 기준점으로 설정한다. 

[그림 4] 스캐닝 기준점 설정

[그림 5] Trimble RealWorks의 기준점 , 체커보드 타겟 자동인식

스캐닝 작업 시에는 레이저가 닿지 않는 부분의 음영을 고려하

여 레이저스캐너를 이동하며 수행한다. 무타겟 정합(Target-less 

Registration)을 사용 예정 시 스캐닝 데이터의 중첩률을 고려해

야 한다. 관성센서(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및 카메라

가 설치된 스캐너 장비의 경우 태블릿PC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자동 정합된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스캐닝을 진행한다. 

중첩되지 않는 부분을 스캐닝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준점

을 설치해 정합한다. 수직이동의 경우 계단실을 통해 데이터를 

연결하되, 고층건물의 경우 광파기나 장거리 스캐너를 이용해 

일정 층수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치해 누적오차를 보정한다.

3.2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는 스캐닝 데이터를 데이터 처리 소프트

웨어로 가져와 데이터 정밀도 조정, 정합, 불필요 데이터 삭제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3.2.1 데이터 정밀도 조정
원본 스캐닝 데이터는 대용량의 데이터 크기로 인해 정합 및 모

델링 단계에서 컴퓨팅 리소스의 과부하를 초래한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불필요한 부분

을 삭제해 데이터 크기 및 연산 부하를 줄이는 과정을 다운샘

플링(Downsampling)이라 한다. 다운샘플링의 예시로 복셀화

(Voxelization)가 있다[그림 6]. 복셀(Voxel)은 2D 디지털 화상을 

구성하는 단위인 화소(Pixel)를 3차원으로 확장한 것으로, 공간을 

정사각형 단위의 볼륨(Volume)으로 구분한 개념이다. 복셀화를 

통한 클라우드 포인트의 다운샘플링은 개별 복셀에 포함된 점 데

이터를 삭제하고 복셀의 중심점으로 표현해 연산 부하를 줄인다. 

이는 스캐닝 데이터의 정밀도를 낮추기 때문에 연산 부하와 데이

터 정밀도의 균형을 고려해 단위 복셀의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그림 6] 복셀화를 통한 클라우드 포인트 다운샘플링 개념 ➍

다운샘플링은 형상정보의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그림 7]. 복잡한 형상이 표현된 부분의 정밀도는 유지하

고 평면적인 부분의 포인트 밀도를 줄여 형상적 특성을 최대

한 유지하며 다운샘플링이 가능하다.

3.2.2 정합

정합은 각 스캐닝 위치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동일한 좌표계로 

정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각 스캐닝 데이터에 공

통적으로 나타난 타겟이나 특징점을 일치시켜 정합한다. 

일반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 소프트웨어는 특징점을 

이용한 정합 뿐 아니라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정

합 기능을 지원한다. 자동정합의 효율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ICP(Iterative Closest Point)를 비롯한 여러가지 최적화 알고

리즘이 연구되고 있다 .➎ 

데이터 정합의 효율과 정확도는 각 스캐닝 데이터의 정밀도, 

형상의 복잡도, 중첩률과 정합 방법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

다. 따라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취득 데이터의 특성 및 상

황에 따라 알맞은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채택할 수 있도록 작

업수행 노하우 습득이 필요하다.

[그림 7] Trimble Realworks, 선별적 다운샘플링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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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스캐너 장비 선정시 고려해야 할 주요 기술사양으로는 

데이터 정확성, 스캐닝 속도, 측정범위, 크기와 무게, 자동정합 

지원 여부, 전용 소프트웨어의 성능 및 호환성 등이 있다. 제조

사별 전용 소프트웨어에 따라 파일 포맷 지원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연동하여 사용할 모델링, 뷰어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포맷 호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레이저스캐닝 데이터는 정

보량이 많기 때문에 후처리 소프트웨어 작업을 위해서는 고사

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상기 [표 1]에서 국내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Leica 

Geosystems사와 Trimble사의 대표적인 장비 및 소프트웨어

를 비교하였다.

03.	레이저스캐닝 작업 흐름

[그림 3] 레이저스캐닝 작업 흐름초 설계 프로세스 개선방안                                                                                                  

[그림 3]은 일반적인 레이저스캐닝의 작업 흐름과 각 단계에 

포함된 작업 및 생성 데이터를 나타낸다. 레이저스캐닝 작업

은 크게 1)계획 및 스캐닝 단계, 2)데이터 처리 단계, 3)분석 및 

활용 단계, 4)모델링 단계로 구분된다. 

3.1 계획 및 스캐닝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공간의 환경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측정 

계획을 수립한다. 레이저스캐닝의 작업구역부터  측정 동선, 데이

터 정밀도, 공정 진행 상황에 따른 현장 스캐닝 수행시점, 기준

점, 철거부 및 보양재 등 지장물 현황, 안전성 등을 검토한다.

스캐닝 계획 수립 후 먼저 스캐닝 기준점을 설정한다[그림 4]. 

스캐닝 기준점은 정합된 스캐닝 데이터를 기존 2D도면/3D 

모델의 좌표계에 정렬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준점은 3차

원 좌표계 정의를 위해 최소 3개 이상을 설정한다. 체커보

드(Checkerboard) 혹은 구체 타겟으로 기준점을 설치한 경

우 처리 소프트웨어에서 타겟 인식 기능을 지원한다[그림 5]. 

현장 기준점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도근점 및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장비로부터 절대좌표를 취득해 

기준점을 설치하거나, 기둥 모서리 등 움직이지 않는 고정점

을 상대 기준점으로 설정한다. 

[그림 4] 스캐닝 기준점 설정

[그림 5] Trimble RealWorks의 기준점 , 체커보드 타겟 자동인식

스캐닝 작업 시에는 레이저가 닿지 않는 부분의 음영을 고려하

여 레이저스캐너를 이동하며 수행한다. 무타겟 정합(Target-less 

Registration)을 사용 예정 시 스캐닝 데이터의 중첩률을 고려해

야 한다. 관성센서(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및 카메라

가 설치된 스캐너 장비의 경우 태블릿PC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자동 정합된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스캐닝을 진행한다. 

중첩되지 않는 부분을 스캐닝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준점

을 설치해 정합한다. 수직이동의 경우 계단실을 통해 데이터를 

연결하되, 고층건물의 경우 광파기나 장거리 스캐너를 이용해 

일정 층수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치해 누적오차를 보정한다.

3.2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는 스캐닝 데이터를 데이터 처리 소프트

웨어로 가져와 데이터 정밀도 조정, 정합, 불필요 데이터 삭제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3.2.1 데이터 정밀도 조정
원본 스캐닝 데이터는 대용량의 데이터 크기로 인해 정합 및 모

델링 단계에서 컴퓨팅 리소스의 과부하를 초래한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불필요한 부분

을 삭제해 데이터 크기 및 연산 부하를 줄이는 과정을 다운샘

플링(Downsampling)이라 한다. 다운샘플링의 예시로 복셀화

(Voxelization)가 있다[그림 6]. 복셀(Voxel)은 2D 디지털 화상을 

구성하는 단위인 화소(Pixel)를 3차원으로 확장한 것으로, 공간을 

정사각형 단위의 볼륨(Volume)으로 구분한 개념이다. 복셀화를 

통한 클라우드 포인트의 다운샘플링은 개별 복셀에 포함된 점 데

이터를 삭제하고 복셀의 중심점으로 표현해 연산 부하를 줄인다. 

이는 스캐닝 데이터의 정밀도를 낮추기 때문에 연산 부하와 데이

터 정밀도의 균형을 고려해 단위 복셀의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그림 6] 복셀화를 통한 클라우드 포인트 다운샘플링 개념 ➍

다운샘플링은 형상정보의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그림 7]. 복잡한 형상이 표현된 부분의 정밀도는 유지하

고 평면적인 부분의 포인트 밀도를 줄여 형상적 특성을 최대

한 유지하며 다운샘플링이 가능하다.

3.2.2 정합

정합은 각 스캐닝 위치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동일한 좌표계로 

정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각 스캐닝 데이터에 공

통적으로 나타난 타겟이나 특징점을 일치시켜 정합한다. 

일반적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 소프트웨어는 특징점을 

이용한 정합 뿐 아니라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 정

합 기능을 지원한다. 자동정합의 효율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 

ICP(Iterative Closest Point)를 비롯한 여러가지 최적화 알고

리즘이 연구되고 있다 .➎ 

데이터 정합의 효율과 정확도는 각 스캐닝 데이터의 정밀도, 

형상의 복잡도, 중첩률과 정합 방법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

다. 따라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취득 데이터의 특성 및 상

황에 따라 알맞은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채택할 수 있도록 작

업수행 노하우 습득이 필요하다.

[그림 7] Trimble Realworks, 선별적 다운샘플링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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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를 구별한 예시이다. 노이즈는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형상적 특성을 추출(Feature Extraction)하여 역설계를 수행

할 경우 정확도와 자동화 성능에 영향을 미치며, 자동 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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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ion)이라 한다. 분할은 개체의 특성에 따라 포인트들을 그룹

화해 필요한 데이터만을 표시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시성을 높이

고 연산 부하를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캐닝시 포함된 차량, 

나무, 사람, 임시구조물 등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내고 건물 구

조체만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자동 분류 기능으로 벽체, 바닥, 

기둥, 배관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3차원 형상 데

이터로부터 개체를 분리하고 개체의 특성을 감지해 분류하는 과

정을 3D Semantic Segmentation이라 하며, 컴퓨터 비전 분야의 

딥러닝 알고리즘의 발전과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8] Leica Cyclone의 노이즈 필터링 ➐

3.3 분석 및 활용 

정합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포인트 클라우드 뷰어 혹은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불러와 측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그

림 9]. 줄자 등 기존 방식의 현장 실측 대비 오차가 적고, 반복

적인 현장 방문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기존 도면이 있다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겹쳐 비교해 

도면 대비 현황 편차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BIM 모델이 있는 

경우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간섭체크도 가능하다.

또한 바닥과 벽면의 평활도와 수직도의 분석 리포트를 생성하

거나 색상을 매핑해 시각화 자료도 생성할 수 있다[그림 10].  

[그림 9] Autodesk Recap의 평활도 시각화

[그림 10] Autodesk Recap의 측정도구

3.4 모델링 

모델링 단계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투사하여 2D 

또는 3D 모델을 작성한다. 전용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링 소프

트웨어나 AutoCAD, Revit, Sketchup 등 일반적인 모델링 소

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보통 건축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전용 

소프트웨어 대비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능력이 낮기 때문에 데

이터 처리 단계에서의 최적화 정도가 모델링 작업 효율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2D 도면 대비 3D 또는 BIM 모델 작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목적에 맞게 모델

링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부 소프트웨어에서는 포인

트 클라우드의 형상정보를 분석해 표면이나 바닥, 벽체, 기둥, 

파이프 등 객체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도 한다.

04.	건설현장 레이저스캐닝 활용 방안

공간의 형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특성상 건설현장

의 여러 검측활동에 레이저스캐닝이 활용될 수 있다. 면적이 

넓고 정밀한 검측이 필요한 현장에 효과적이며, 특히 기존 도

면이 미비하고 구조물을 재사용해야 하는 리모델링 현장과 비

정형 부재의 제작 및 시공오차 검토에 활용가치가 높다. [표 2]

는 건설현장에서의 레이저스캐닝 적용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건설현장의 레이저스캐닝 활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발주처에

서 As-Built BIM 모델 품질 검증을 위해 레이저스캐닝 데이터

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쉽고 명확하게 시공품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레이저스캐닝 요구사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➐ 		Point	Cloud	Cleaning	-	Statue,	Leica	Cyclone	3DR,	https://www.youtube.com/watch?v=AGL0c9tkkVE

[표 2] 건설현장(건축) 레이저스캐닝 활용방안

구분 내용 대상

역설계 •  기존 도면이 없거나 부정확할 경우 정확한  
현황도면 및 모델 생성에 활용 리모델링

검측

•  측정 데이터와 설계도서 비교하여 시공오차, 
변위 등 검토해 시공품질과 안전성관리

•  MEP 시공성 검토 및 먹매김 검토시 활용
•  바닥 및 벽체 평활도, ELEV 코어 수직도,  

구배 관리

• 대지 및 흙막이 벽체 검측으로 토공량 검토

공통

비정형자재    
검측 • 비정형 자재의 제작/시공 정확도 검토 비정형 자재

유지관리 •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자료로 활용 유지관리

As-Built •  As-Built BIM모델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As-Built BIM 

05.	당사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시범적용 사례

레이저스캐닝 기술의 리모델링 현장 활용성 검토를 목적으로 

당사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을 시범적용 현장으로 선정하였다.

1차 작업구역으로 지하주차장을 스캐닝하여 포인트 클라우

드 데이터를 평면도와 비교 검토하였다. 스캐닝 당시 현장

에 별도의 기준점이 설정되지 않아 상대좌표 설정을 위해 임

의의 기둥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활용하였다[그림 11]. 레이저

스캐너 장비와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는 Trimble사의 X7과 

Realworks를 사용하였다. 스캐닝 및 후처리 작업은 한 명의 

작업자가 수행하였으며 50여개소에서 스캐닝 데이터를 취득

하고 정합작업까지 약 10시간 소요되었다. 

[그림 11] 상대좌표 기준점 설정

도면과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벽체라인, 기둥 크기와 위치에서 

10cm 이상의 편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도면에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파악할 수 있었다[그

림 12]. 바닥 평활도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에

서 2.3cm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13] .

[그림 12] 현황과 도면의 편차 도출

[그림 13] 바닥 평활도 분석

별도의 2D 도면 및 3D 모델 작성은 수행되지 않았으나, 포인

트 클라우드 데이터만으로도 구조물 현황 파악 및 기존 도면과

의 비교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레이저스캐닝시 취득

되는 360도 사진을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향후 지상 도근점 절대좌표를 기준으로 레이저스캐닝 데이터

를 정렬하고, 지상층 내부의 철거가 완료된 후 각 세대 및 공용

부로 작업영역을 확대하고 모델링을 진행하여 역설계 및 시공

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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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ion)이라 한다. 분할은 개체의 특성에 따라 포인트들을 그룹

화해 필요한 데이터만을 표시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시성을 높이

고 연산 부하를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스캐닝시 포함된 차량, 

나무, 사람, 임시구조물 등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내고 건물 구

조체만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자동 분류 기능으로 벽체, 바닥, 

기둥, 배관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3차원 형상 데

이터로부터 개체를 분리하고 개체의 특성을 감지해 분류하는 과

정을 3D Semantic Segmentation이라 하며, 컴퓨터 비전 분야의 

딥러닝 알고리즘의 발전과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8] Leica Cyclone의 노이즈 필터링 ➐

3.3 분석 및 활용 

정합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포인트 클라우드 뷰어 혹은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불러와 측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그

림 9]. 줄자 등 기존 방식의 현장 실측 대비 오차가 적고, 반복

적인 현장 방문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기존 도면이 있다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겹쳐 비교해 

도면 대비 현황 편차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BIM 모델이 있는 

경우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한 간섭체크도 가능하다.

또한 바닥과 벽면의 평활도와 수직도의 분석 리포트를 생성하

거나 색상을 매핑해 시각화 자료도 생성할 수 있다[그림 10].  

[그림 9] Autodesk Recap의 평활도 시각화

[그림 10] Autodesk Recap의 측정도구

3.4 모델링 

모델링 단계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투사하여 2D 

또는 3D 모델을 작성한다. 전용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링 소프

트웨어나 AutoCAD, Revit, Sketchup 등 일반적인 모델링 소

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보통 건축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전용 

소프트웨어 대비 포인트 클라우드 처리능력이 낮기 때문에 데

이터 처리 단계에서의 최적화 정도가 모델링 작업 효율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2D 도면 대비 3D 또는 BIM 모델 작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목적에 맞게 모델

링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일부 소프트웨어에서는 포인

트 클라우드의 형상정보를 분석해 표면이나 바닥, 벽체, 기둥, 

파이프 등 객체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도 한다.

04.	건설현장 레이저스캐닝 활용 방안

공간의 형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특성상 건설현장

의 여러 검측활동에 레이저스캐닝이 활용될 수 있다. 면적이 

넓고 정밀한 검측이 필요한 현장에 효과적이며, 특히 기존 도

면이 미비하고 구조물을 재사용해야 하는 리모델링 현장과 비

정형 부재의 제작 및 시공오차 검토에 활용가치가 높다. [표 2]

는 건설현장에서의 레이저스캐닝 적용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건설현장의 레이저스캐닝 활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발주처에

서 As-Built BIM 모델 품질 검증을 위해 레이저스캐닝 데이터

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쉽고 명확하게 시공품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레이저스캐닝 요구사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➐ 		Point	Cloud	Cleaning	-	Statue,	Leica	Cyclone	3DR,	https://www.youtube.com/watch?v=AGL0c9tkkVE

[표 2] 건설현장(건축) 레이저스캐닝 활용방안

구분 내용 대상

역설계 •  기존 도면이 없거나 부정확할 경우 정확한  
현황도면 및 모델 생성에 활용 리모델링

검측

•  측정 데이터와 설계도서 비교하여 시공오차, 
변위 등 검토해 시공품질과 안전성관리

•  MEP 시공성 검토 및 먹매김 검토시 활용
•  바닥 및 벽체 평활도, ELEV 코어 수직도,  

구배 관리

• 대지 및 흙막이 벽체 검측으로 토공량 검토

공통

비정형자재    
검측 • 비정형 자재의 제작/시공 정확도 검토 비정형 자재

유지관리 •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자료로 활용 유지관리

As-Built •  As-Built BIM모델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As-Built BIM 

05.	당사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시범적용 사례

레이저스캐닝 기술의 리모델링 현장 활용성 검토를 목적으로 

당사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을 시범적용 현장으로 선정하였다.

1차 작업구역으로 지하주차장을 스캐닝하여 포인트 클라우

드 데이터를 평면도와 비교 검토하였다. 스캐닝 당시 현장

에 별도의 기준점이 설정되지 않아 상대좌표 설정을 위해 임

의의 기둥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활용하였다[그림 11]. 레이저

스캐너 장비와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는 Trimble사의 X7과 

Realworks를 사용하였다. 스캐닝 및 후처리 작업은 한 명의 

작업자가 수행하였으며 50여개소에서 스캐닝 데이터를 취득

하고 정합작업까지 약 10시간 소요되었다. 

[그림 11] 상대좌표 기준점 설정

도면과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벽체라인, 기둥 크기와 위치에서 

10cm 이상의 편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도면에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파악할 수 있었다[그

림 12]. 바닥 평활도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에

서 2.3cm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13] .

[그림 12] 현황과 도면의 편차 도출

[그림 13] 바닥 평활도 분석

별도의 2D 도면 및 3D 모델 작성은 수행되지 않았으나, 포인

트 클라우드 데이터만으로도 구조물 현황 파악 및 기존 도면과

의 비교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레이저스캐닝시 취득

되는 360도 사진을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향후 지상 도근점 절대좌표를 기준으로 레이저스캐닝 데이터

를 정렬하고, 지상층 내부의 철거가 완료된 후 각 세대 및 공용

부로 작업영역을 확대하고 모델링을 진행하여 역설계 및 시공

성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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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당사 호텔 리모델링 현장 활용 사례

당사 호텔 리모델링 현장에서 건축물 골조 현황파악을 위해 

레이저스캐닝을 활용한 사례이다. Leica사의 레이저스캐너 장

비와 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고 상대좌표를 사용하였다. 

2개 지하층 포함 22개층 건물 전체(연면적 32,899㎡)에서 총 

986개의 스캐닝 및 데이터 처리, 2D도면 역설계를 수행하였

으며 전문 엔지니어 3명이 약 1개월간 투입되었다. 

[그림 14] 리모델링 현장 골조 스캐닝 수행모습

[그림 15] 기존(흑색)/역설계(적색) 평면도 비교

[그림 16] 층고 검토

스캐닝 데이터 정합 후 2D 도면을 작성해 기존 도면과 비교한 결

과 전체적인 기둥 위치, 층고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

면상에 표기되어 있는 기둥이 실제 위치에 없거나 어긋나 있는 것

을 파악할 수 있었다[그림 15]. 또한 기존 단면도 대비 특정 층에

서 10cm 내외의 층고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16].

07.	맺음말

레이저스캐너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기술력 향상과 가격 현

실화에 따라 비정형 구조물 및 리모델링 현장을 중심으로 건

설업계의 레이저스캐닝 솔루션 도입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

다.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은 2002년 약 7조 8,000억원에서 

2019년 17조 1,000억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레이저

스캐닝 도입은 점차 가속화 할 전망이다. ➑

기술적으로는 장비의 스캐닝 정확도 및 속도와 함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현재 단일 작업

인원으로 장비운용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대용량 처리와 

모델링 작업의 효율성의 경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테이

터 최적화 기술의 발전과 컴퓨터 연산능력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 향상으로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활용의 기술적 허들이 낮아지고 전용 소프트

웨어의 역할이 일반 모델링 소프트웨어 또는 웹 플랫폼으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현장에서는 투입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현장의 레이저스

캐닝 활용 케이스를 참조하여 레이저스캐닝의 적용 목표를 명

확히 정의하고 전체 공정계획과 연계하여 활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하다. 

레이저스캐닝 데이터를 통해 현장의 여러 품질 관련 이슈들

이 부각됨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

러나 건축물 품질에 대한 관심 증대와 레이저스캐닝을 포함한 

각종 리얼리티 캡쳐 기술의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건설현장

에서의 레이저스캐닝 활용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여러 활용사례를 수집하여 적용방안을 보다 효과

적으로 발전시키고, 최신 기술동향의 지속적인 파악과 유관기

술과의 연계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➑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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