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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載型レーザ計測では非常に高密度な三次元データが得られるという特
徴があり、航空レーザ計測では取得が困難な標識や街灯、電柱などのデータ
が容易に取得できる。また、建造物の側面データも航空レーザ計測よりも比
較的取得しやすい。しかし、走行道路側の側面のみ取得可能であり、超高層
建築物の高さデータは取得できないという弱点がある。 そこで、車載型レ
ーザ計測の実用性を確認するため実際に計測を行い、データの取得状況や精

度の確認を行った。さらに、同地域でのヘリ搭載レーザ計測を実施
し両データを重ね合わせ、利活用の可能性を探った。 
本検証は東京お台場付近にて 2010 年 4～5 月に行った。車載型レ

ーザの点群イメージを Figure 1 に、これにヘリレーザを付加結合
した点群データを Figure 2 に示す。ほぼ欠測のない都市三次元デ
ータが作成できた。ヘリレーザおよび車載レーザの計測諸元を Table 1
に、VRS-GPS による数点の現地観測結果と精度検証した結果を Table 2
に示す。ヘリレーザ、車載レーザのいずれも非常に高精度なデータが取
得できた。ただし、GPS 受信が不可の長いトンネルにおいてはヘリレー
ザとの較差が約 60cm の場所があった。本発表では、このようなデータ結
合（フュージョン）の検討結果を紹介する。 
 

 차량탑재형 레이저 계측은 상당히 정밀한 3 차원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항공 레이저 계측으로는 취득이 곤란한 
표식이나 가로등, 전주등의 데이터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건조물의 측면 데이터도 항공 레이저 계측보다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주행 도로측의 측면만 측정 가능할 뿐, 초고층 
건축물의 높이등에 대해서는 데이터 취득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탑재형 레이저 계측의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계측을 실시, 데이터 취득 상황과 정밀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 지역에서 헬리콥터 탑재 레이저 계측을 실시, 양자를 중첩하여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 검증은 동경 오다이바 부근에서 2010 년 4 월에서 5 월사이에 실시하였다. 차량탑재형 레이저의 
점군 이미지를 그림 1 에, 헬리콥터 레이저를 부가 결합한 점군 데이터를 그림 2 에 제시하였다. 
그림자가 거의 없는 도시 3 차원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었다.  
 헬리콥터 레이저 및 차량탑재형 레이저의 계측 제원을 표 1 에,  VRS-GPS 에의한 몇 점의 현지 관측 
결과와 정밀도를 검증한 결과를 표 2 에 제시하였다. 헬리콥터 레이저와 차량탑재 레이저 양자 모두 
상당히 고정밀도의 데이터가 취득되었다. 단, GPS 수신이 불가능한 긴 터널의 경우에는 헬리콥터 
레이저와의 격차가 60cm 되는 장소가 있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결합(퓨전)의 검토 
결과를 소개한다.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LiDAR are to be able to get accurate 3D data and difficult data in Heliborne 

LiDAR to extract objects, such as traffic signs, streetlights, and utility poles. The mobile LiDAR is easily 

acquired the facade data of buildings more than Heliborne LiDAR, but has a demerit which cannot get a data 

of height like high-rise buildings. Therefore, we verified the acquisition situation and accuracy of mobile 

LiDAR data. Also, we researched the possibility of the utilization combined with data taken a same region by 

mobile and heliborne LiDAR. 

This verification was done in the vicinity of Odaiba, Tokyo from April to May, 2010. The point-cloud image 

of the mobile LiDAR was shown in Figure 1 and the point-cloud data which added data from heliborne LiDAR 

was shown in Figure 2. As a result, the 3D city model which integrated with both LiDAR data was able to 

compose with almost shadow-free.  

The parameter of both LiDAR was shown Table 1, and the result of verifying ground-based data taken 

some points by VRS-GPS and the accuracy validation was shown Table 2, which is meant high accuracy in 

both data. However, there was a place which differed 60cm with them in a long tunnel where cannot get 

GPS data. Thus, in this presentation introduces the result of data fusion.  

Table 1 parameter 

 Heri Mobile 

AGL(m) 500 － 

Pulse rate(kHz) 180 300 

FOV 60 360 

Scan rate(kHz) 63 100 

Point(m) 0.25 0.05 

Table 2 accuracy of heri and mobile laser 

 X Y Horizon Height 

Heri 0.066 0.112 0.130 0.104 

Mobile 0.033 0.061 0.070 0.003 

Figure 1 sample data (mobile) 

Figure 2 sample data (mobile & LID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