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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要旨要旨要旨    

 中日本航空株式会社は、1996年ヘリコプター搭載型の航空レーザ計測システムを日本国内メーカーとの

共同開発により運用開始し、以後、継続的に航空レーザ計測事業に取り組んできた。ヘリコプター搭載型の

航空レーザ計測システムの運用については 14 年の実績を有している。今回は、その最新世代となる 3 機の

ヘリレーザ計測システム「SAKURA」（SAKURA I ～SAKURA III）の紹介を行う。 

 現在、航空レーザ計測で使用される航空機プラットフォームには主に固定翼機（飛行機）とヘリコプター

とがある。元来、ヘリコプターは飛行機に比べて低高度・低速度かつ機動性の高い計測飛行が可能である。

その結果、高密度なレーザ計測が容易に実施可能となり、高精度な地形データ取得ができる長所がある。ま

た飛行高度を雲底より低く設定できるために、快晴の少ない日本国内において計測機会が増える利点もある。

ヘリレーザ計測システム「SAKURA」はこれらの基本的な長所に加え、より高密度で正確かつ多彩な計測

データの取得を目的として、さらに次のような特徴を備えている。 

 

    ① 連続波形記録方式のレーザスキャナ（回転ポリゴンミラーと高頻度のレーザ発射回数） 

  ・ RIEGL社製 LMS-Q560（SAKURAⅠ,Ⅱ）及び LMS-Q680（SAKURAⅢ）を搭載 

  ・ 距離分解能の高さと反射光の波形分析機能により、植生繁茂状態でも地盤面のデータ取得率が高い 

  ・ 回転ポリゴンミラーによりレーザ計測点の位置・高さの値の安定性が高い 

  ・ （真値に対してばらつきが少ない） 

  ・ レーザ計測点の分布が均質 

  ・ （同じ発射回数であれば、saw-toothまたは sinusoidal pattern よりも欠測率が低い） 

    ② 安全なレーザ（クラス 1又はクラス 3R；IEC60825-1：2001 に基づく） 

  ・ 出力が小さいレーザ光を使用するため、低高度計測でも地上の人に安全衛生上の問題は無い 

  ・ （双眼鏡などで見ても 25mまで接近可） 

    ③ 独自設計によるセンサーポッドとマルチカメラシステム（レーザスキャナと一体化） 

  ・ 高精細デジタルスチルカメラ画像（鉛直直下、前方斜め、後方斜め）をレーザ計測と同時に取得 

  ・ その他、近赤外画像、デジタルビデオ画像、熱映像、なども同時に取得可能 

  ・ すべてがレーザスキャナの GPS/IMU装置と同期しており、取得画像データの外部標定が可能 

  ・ サイドルック機能（直下から左右 30 度まで）により壁面、急傾斜地に高密度にレーザを照射可能 

    ④ 国内初「航空レーザ測量による数値標高モデル（DEM）作成マニュアル（レベル 500対応）」を確立 

  ・ 特に山間地で、現地実測に匹敵するレベル 500 公共測量成果を効率良く取得可能（17条申請済み） 

 

 

 

 

 

 

 

 

 

 

 

 

 

 

 

 「SAKURA」が稼働してこれまでの約 3 年間に、ダム工学会の「技術開発賞」の受賞をはじめとして、

多くの実績を積んできた。今後も、工事設計用の詳細地形図作成、断層地形調査、海浜・崖侵食、転石調査

や植生調査など、容易に人が近付けないか、迅速性・緊急性の求められる場所における詳細で正確な地形測

量や変動測量に、その能力を発揮していくものと考える。 

 

Heliborne LiDAR system “SAKURA” 

Helicopter Type “AS350B” 

Sensor Pod Multi Camera System “DCS” 

“LMS-Q560/Q680” 



 

 

 

 

 

 

 

 

 

 

 

 

 

 

 

    

요지요지요지요지        
 나카니혼 주식회사는, 1996 년 헬리콥터 탑재형 항공 레이저 계측 시스템을 일본 국내 메이커와 공동 

개발하여 운용 개시 후, 현재까지 항공 레이저 측량 사업에 임해 왔다. 헬리콥터 탑재형 항공 레이저 

계측 장치에 대해서는 14 년간의 운용실적을 보유하고있다. 본문에서는 3 기의 최신형 헬기 레이저 

계측 시스템 「SAKURA( I～ III) 」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항공 레이저 계측에 사용되는 항공기 플랫폼에는 주로 고정익기(비행기)와 헬리콥터가 

사용된다. 헬리콥터는 고정익기에 비해 저고도 및 저속운행이 가능하며 기동성이 높은 계측 비행에 

적합하다. 그 결과 고밀도 레이저 계측이 가능하여 고정밀 지형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구름보다 낮은 비행 고도의 설정이 가능하여 쾌청한 날이 적은 국내상황을 고려할 때, 계측 

기회면에서 유리한 이점이 있다. 헬기 레이저 계측 시스템 「SAKURA」는 이러한 기본적인 장점외에도 

고밀도의 정확하면서 다채로운 계측 데이터 취득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 

 

    ①연속파형 기록 방식의 레이저 스캐너(회전 다각형 밀러와 고빈도의 레이저 발사 횟수) 

  ・RIEGL 사제 LMS-Q560(SAKURA I,II) 및 LMS-Q680(SAKURA III)를 탑재 

  ・뛰어난 거리 분해능력과 반사광 파형 분석 기능으로 수목이 우거진 상태에서도 지반면의 데이터 

취득율이 높다 

  ・회전 다각형 밀러의 채용에 의해 레이저 계측점의 위치 및 높이 값의 안정성이 우수하다 

  ・(실측치와 비교하여 오차범위가 작다) 

  ・레이저 계측점의 분포가 균일(발사횟수가 동일한 경우, saw-tooth 또는 sinusoidal pattern 보다 

결측율이 낮다) 

    ②안전한 레이저(클래스 1 또는 클래스 3R；IEC60825-1:2001 에 근거한다) 

  ・출력이 낮은 레이저광을 사용하기때문에 저고도 계측에서도 안전위생상 인체에 무해하다. 

  ・(쌍안경등을 사용할 경우에도 25 m 까지 접근가능) 

    ③독자적인 설계로 제작한 센서포드와 멀티카메라시스템(레이저스캐너와 일체화) 

  ・고정밀 디지털카메라 영상(연직사진, 전후방 경사사진)을 레이저 계측과 동시에 취득 

  ・그 외, 근적외선 영상, 디지털비디오 영상, 열적외선 영상등도 동시에 취득 가능 

  ・모든 장치가 레이저 스캐너의 GPS/IMU 장치와 동기 되어 있어 취득한 영상의 외부 

표정(Exterior Orientation)이 가능 

  ・측방시 기능(직하방향에서 좌우 30 도까지)으로 벽면, 급경사지에 고밀도 레이저 조사 가능 

    ④일본 최초로「항공 레이저 측량에 의한 수치 표고 모델(DEM) 작성 메뉴얼(레벨 500 대응)」확립 

  ・특히 산간지에서 현지 실측에 필적하는 레벨 500 공공 측량 성과를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17 조 신청완료) 
 

 「SAKURA」의 운용개시 이후 현재까지 약 3년간, 댐공학회의 「기술개발상」수상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실적을 쌓아오고 있다. 향후 공사설계용 상세지형도 제작, 단층지형조사, 해안단구, 

전석조사(낙석위험도 사전조사) 및  식생조사 등 쉽게 사람이 근접할 수 없거나, 신속성•긴급성을 

필요로하는 장소에 있어서, 상세하고 정확한 지형측량 및 변동량 측량에 그 능력을 발휘 할 것으로 

사료된다. 

 

Point cloud by “SAKURA” (Profile of “NIKKO TOSHO-GU”) 



Summary 

In 1996 Nakanihon Air Service developed a heliborne LiDAR system jointly with a manufacturer in Japan 
and started LiDAR survey. Since then, we have carried out the airborne LiDAR survey business 
continuously. We have an experience of 14 years about the use of the heliborne LiDAR system. We here 
introduce three heliborne LiDAR systems "SAKURA" (SAKURA-I,-II,-III) which are the latest generation of 
our heliborne LiDAR systems. 
 There are two types of platform of the airborne LiDAR survey: fixed-wing aircraft (airplane) and helicopter. 
Helicopter can fly low altitude and low speed, and has higher mobility of flight in comparison with airplane. 
As a result, we can carry out a high-density laser measurement easily by using helicopter. This means that 
the highly precise topography data acquisition is possible. In addition, we can set flight altitude under the 
bottom of clouds. It increases the measurement opportunities in the cloudy weather condition as the case of 
Japan. Moreover heliborne LiDAR system "SAKURA" possesse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or the 
purpose of the various, higher-density and precise data aquisition as well as these basic good points. 
 

    ① Wave-form laser scanner (A rotating polygon mirror and high-frequency laser pulse repetition rate) 

  ・ RIEGL LMS-Q560 (SAKURA-I,-II) and LMS-Q680 (SAKURA-III) are used. 

  ・ Because of high range discrimination and the laser wave-form analysis, acquisition rate of ground 
data is high, even in the condition that vegetation grows thickly. 

  ・ Stability of the laser measurement point is high by using a rotating polygon mirror. 

  ・ Uniformity of laser measurement points distribution is high. (In the case of the same laser pulse 
repetition rate, the rate of lacked points is lower than the saw-tooth and sinusoidal pattern) 

    ② Safe laser (Class 1 or Class 3R;based on IEC60825-1:2001) 

  ・Eye safe for operation at low altitude measurement, because of using low power laser beam. 

    ③ The original sensor pod and the multi-camera system designed by Nakanihon Air Service. 

  ・ High resolution digital still camera images (perpendicular, front squint and backward squint) can be 
acquired at the same time of the laser measurement. 

  ・ In addition, NIR image, digital video image, heat image, etc can be acquired. 

  ・ The exterior orientation data of all acquired images are available from GPS/IMU of LiDAR system. 

  ・ By using side looking structure of sensor pod (right/left 30 degrees from perpendicular), high-density 
laser irradiation for a wall and a steep slope is possible. 

    ④ We made the first manual of “The manual of making digital elevation model (DEM) by airborne 
LiDAR survey (for scale level 1:500)” in Japan. 
  ・ Particularly, in mountains area, we can efficiently carry out a public survey as well as a regular local  
survey. 
 

 

"SAKURA" acquired many results including receiving a prize of "A technical development award by Japan 
Society of Dam Engineers (JSDE)" in these 3 years after it operated. We think that "SAKURA" shows the 
capability for a precise and detail topographical survey at the following fields in future. 

  ・ Detailed topographic map production for construction designs. 

  ・ Dislocation topography . 

  ・ Vegetation investigation. 

  ・ A beach, cliff erosion. 

  ・ Deformation such as land slide, volcanoes, land subsidence, earthquake, …  ;  
places where surveyors cannot access easily or the survey result is required quickly in emerg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