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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vertical photographs of the existing production role of aerial photogrammetry was 

sufficient for the purpose. The current variety of purposes, such as image maps are used. 

However, a 3-D stereoscopic mapping, three-dimensional modeling and obtaining the side 

information of objects are difficult with limitations. 

In this study, aerial polyhedral oblique imagery are used for obtaining the a vertical and the 

side information of buildings at the same time to get used to the urban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various urban information was available, the existing vertical photos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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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기존의 수직 사진은 지도 제작 목 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 으며, 재도 상 지도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3차원 입체 상 지도 제작이나, 3차원 모델링 등에 있어서는 상물

의 측면정보를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 경사 상을 이용하여 건물의 수직, 측면 정보를 동시에 취득하여 도시 행정

에 활용하기 한 방안을 연구하 다.

본 연구의 결과 다양한 도시정보의 추출이 가능하 으며, 기존의 수직 사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1. 서 론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하여 지형공간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은 일반 으로 수직사진을 이용

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직사진의 경우, 지도를 제작하는 

목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효율 인 방법이지만, 도시의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직사진에서는 담을 수 없는 상물의 측면정보, 기복변  는 

건물 폐색 등으로 인하여 촬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기 한 방법으로 다면 경

사 상을 이용하여 효율 인 정보의 취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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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일반 인 항공사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림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피사체를 공 에

서 수직하의 형태로 촬 하므로 건물의 다양한 형태를 표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수직 상과 함께 경사 방향으로 촬 된 사진을 이용하

여 상물의 정보를 취득하면 락되는 정보를 취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상을 촬 하기 한 카메라 시스템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촬  방식에 의한 정보의 차이

   

[그림 2]  다면경사 상 촬  카메라 구성

3. 연구내용

3.1 경사 상에 의한 3차원 정보 수집

촬 된 경사 상을 이용하여 상물에 한 경사 상을 취득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3]

과 같다. 한 이러한 다면 경사 상을 이용하여 상물에 한 정보를 추출하기 한 도

화를 실시한 결과는 [그림 4]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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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사 상 취득 결과

  

[그림 4]  경사 상에 의한 상물 도화

3.2 3차원 재

과거 상물을 3차원 모델링하기 해서는 수직으로 촬 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상

물의 선형 자료를 만든 다음, 표면 처리를 하여 지상에서 촬 된 상물 사진을 상처리 

등의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이를 3차원 모형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a)  다면경사 상에 의한 3차원 모형      (b) 일반 항공사진에 의한 3차원 모형

[그림 5]  3차원 모형 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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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상을 활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번에 촬 된 수직  경사 상을 이용하여 

도화와 함께 상 정보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으므로 효과 인 처리가 가능하다. [그림 

5(a)]에 나타난 것은 다면 경상 상을 이용하여 제작된 3차원 모형이며, [그림 5(b)]는 일반 

항공사진 촬  기법에 의하여 제작된 3차원 모형이다.

4. 결과 분석  활용 방안

4.1 결과 분석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인 수직사진을 이용하여 상물을 도화하고 지상에

서 촬 된 사진을 이용하여 상물을 재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공되는 상의 수 이 낮

을 뿐만아니라 상물의 해상도도 촬 되는 상의 거리나 방향 등에 의하여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다면 경사 상을 이용하여 상물의 3차원 정보를 취득하고 3차원 모형을 제

작하는 경우에는 상 정보의 취득이 용이하고, 제작된 3차원 모형의 상물 해상도가 일정

하여 우수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

4.2 활용 방안

이러한 다면 경사 상을 이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촬 된 경사 상 자체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경사 상에 

나타난 건물의 외벽 정보 는 간  등의 다양한 정보를 직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서 

고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홈페이지 속, 상물 안내 등의 정보와 연계할 

수가 있다.

한, 도시의 입체 인 변화 측에 있어서 사실 인 3차원 모형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고층 건물이나 시설물에 한 재난 련 정보를 입체 으로 리할 수 있다. 이는 시설물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여 종합 인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  측면 정보의 활용

   

[그림 7]  입체  변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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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재난 련 시설물의 모니터링 시스템 

5. 결 론

다면 경사 상을 이용하여 도시내 시설물의 정보를 취득하기 한 방안을 연구한 결과 

과거의 수직 상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으며, 상물의 정보

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입체 인 변화를 측하고, 재난 련 시설물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악되었다.

향후 이러한 정보 취득 방안은 도시내 정보의 효율 인 정보 취득 방안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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