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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要旨要旨要旨    

 国際航業は、航空レーザ計測システムを 2000年に導入し、今年で導入して 10年という節目を迎える。こ

の 10年間に航空レーザ測量の技術は大きく進歩した。導入当時、航空レーザ測量は地形の状況確認や等高

線を作成する目的に使用されていた。また、導入当初から航空レーザ計測と他のセンサーで計測した地形デ

ータの融合にも注目され、地形状況の把握には大きく貢献した。 

その後、航空レーザ計測の高密度化に伴い、より詳細に地形を表現する微地形表現技術（ELSAMAP）が誕

生した。ELSAMAP は標高段彩図と傾斜量図を透過合成した図で、微細な地形や冗長な地形が表現可能になっ

た。この微地形表現可能な ELSAMAP に対応するように、新たなフィルタリング検査手法が確立した。 

 最近は、日本国内のデータが蓄積し、利活用に関する様々な事例が報告されている。そこで、最新の解析

技術を使用した事例を紹介する。 

 このように大きく技術革新した航空レーザ測量技術を事例と共に紹介し、今後の展望を述べる。 
 

 

요지요지요지요지    
 국제항업은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을 2000 년에 도입하여 올해 10 년째를 맞이한다. 지난 10 년간 

항공레이저측량 기술은 크게 발전하였다. 도입당시 항공레이저측량은 지형의 현황파악이나 등고선을 

작성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도입당시부터 항공레이저측량과 다른 센서로 측량한 

지형데이터의 융합도 주목되어 지형의 현황파악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후 항공레이저측량의 고밀도화에 따라 보다 상세한 지형을 표현할 수 있는 미지형표현기술 

(ELSAMAP) 이 탄생하였다. ELSAMAP 은 표고채색도와 경사량도를 중첩한 지도로써 미세한 지형이나 

긴 지형이 표현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세 지형이 표현가능한 ELSAMAP 에 맞춰서 새로운 

필터링검증 수법을 확입하였다. 

최근에는 일본국내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이를 활용한 여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최신의 

해석기술을 사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와같이 크게 기술혁신을 이룬 항공레이저측량기술의 사례를 함께 소개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Summary 
 It is 10

th
 anniversary year for Kokusai Kogyo Co., Ltd. (KKC) since we deployed our first LiDAR 

system back in 2000.  During these 10 years, we have seen the tremendous technical improvements 
in airborne LiDAR technology.  Back in the LiDAR beginning era at KKC, LiDAR was mainly used as 
alternative elevation data acquisition method for contour mapping.  In fact, the precise elevation 
data derived from LiDAR and imaging data from auxiliary camera sensor have taken an attention and 
contributed to improve the ways to replicate the specific terrain morphology. 
 As LiDAR data density had increased, KKC created the ELSAMAP (Elevation and Slope Angle Map) 
to even represent more terrain information from dense LiDAR data.  And new LiDAR filtering 
methodology was also created corresponding to the ELSAMAP invention.  
 In recent years, amount of LiDAR data inventory and its coverage has grown in Japan.  And many 
application and promotion of using LiDAR data have been introduced.  
On this paper, I would like to introduce new technological application of LiDAR at KKC 

synchronizing with new sensor development and would like to deliver a future prospect of our 
a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