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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旨

자연재해로 인해 댐, 교량, 제방 등 수변구조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빠른 복구를 위해 정확한 피해정보를 분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UAV(Unmanned aerial vehicle)영상을 활용하

여 효과적으로 피해를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UAV영상은 수변구조물 일대를 촬영

한 영상들을 이용하였고, 피해를 분석하는 핵심 방법론으로 영상정합과 변화탐지 기법을 활용하였다. 영상정합을 

통해 생성된 점군 데이터(point cloud)는 2차원 영상으로 3차원 형상을 재현하며, 사전에 구축된 레퍼런스 데이터

와의 높이 값 비교를 통해 피해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 피해영역으로 추출된 결과는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항공 

라이다로 구축된 정확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절대위치 오차를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EOP(외부표정요소)가 매우 

정확한 UAV 영상을 사용하면 제안된 방법론으로 평균 10~20cm 오차 범위 내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제안한 방법이 비교적 큰 규모인 수변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복잡도가 높은 구조물들은 매칭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구조물들의 피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법론이 필요하다.
핵심용어 : UAV 영상, 영상정합, 변화탐지, 피해분석

Abstract
It is important to analyze the exact damage information for fast recovery when natural disasters cause damage on 
river-side facilities such as dams, bridges, embankments etc. In this study, we shows the method to effectively 
damage analysis plan using UAV(Unmanned aerial vehicle) images and accuracy assessment of it. The UAV images
are captured on area near the river-side facilities and the core methodology for damage analysis are image matching 
and change detection algorithm. The result(point cloud) from image matching is to construct 3-dimensional data 
using by 2-dimensional images, it extracts damage areas by comparing the height values on same area with 
reference data. The results are tested absolute locational precision compared by post-processed aerial LiDAR data 
named reference data. The assessment analysis test shows our matching results 10-20 centimeter level precision if 
external orientation parameters are very accurate. This study shows suggested method is very useful for damage 
analysis in a large size structure like river-side facilities. But the complexity building can't apply this method, it 
need to the other method for damag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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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다(Kim et al., 
2013). 특히 국가 기반 시설물의 피해들은 경제적 손실

도 크지만, 복구가 늦어지는 경우 추가적인 인명피해와 

사회적 불편이 가중된다. 결국 신속한 피해정보 분석과 

적시의 복구 지원은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기존에 피해조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개인의 피해조

사 방식에 따라 때때로 객관적인 피해조사가 어려운 경

우도 있다. 이러한 인력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피해조사

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분야에서 과학기술과 공

간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Kim et al., 2010).
피해발생 시, 피해영역의 위치와 피해 정보의 양을 

정확히 추출하는 것은 그 이후 피해복구 과정의 신속성

과 정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러한 피해정보

를 정확히 산출하는 연구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기존 많은 연구들은 항공영상이나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피해위치나 영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피

해정보의 정확한 분석보다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진 개

략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위성이나 항공사진기

술은 수위변화가 비주기적으로 발생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현황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 효과적

인 모니터링에는 어려움이 있다(Park, 2014).
Kim et al.(2010)은 광역적 피해지역에 대해 수치지

형도, 고해상도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피해

추정액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피해

규모는 2차원 단위의 정보인 길이, 넓이 정보에 국한되

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 최근에는 

동일한 영역을 연속적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3차원 정

보를 추출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형상(feature) 추출은 가장 역점을 두는 중요한 분야이

다(Noah et al., 2006).

2. 수변구조물 피해분석

2.1 피해분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불어난 강물로 

인해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변구조물을 연구대

상으로 하였다. 특히 교량과 제방 등에 빈번하게 발생

하는 시설물의 파손, 유실 피해를 가정하여 본 연구에

서 제안하는 방법론으로 정량적인 피해분석이 가능할 

것인지 테스트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수변구조물들을 

대상으로 UAV영상을 비롯한 공간정보 DB들을 확보

하였으며, 공간정보 DB는 피해 발생 시 획득되는 

UAV영상 DB와 피해탐지를 위한 레퍼런스 데이터 크

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UAV 영상 DB는 피해지역을 실시간으로 촬영한 UAV 

중복영상들과 개별 영상의 외부표정요소(Exterior 
Orientation Parameters, EOPs)로 구성되며, 외부표정

요소는 GPS/INS 센서에서 획득되는 촬영 당시의 센서

위치를 나타내며 정확한 측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

보이다(Rhee et al., 2015). 이와 함께 카메라 자체의 

오차를 보정한 캘리브레이션 파일 정보도 포함된다. 레
퍼런스 데이터는 정합결과로 추출되는 점군 데이터와 

비교하기 위해 피해발생 이전에 구축된 공간정보를 의

미한다. 
피해분석은 UAV영상 정합기법 결과와 그 결과를 레

퍼런스와 비교하여 피해지역을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

하며, 산출된 피해가 적절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정합결과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영상정합 기법은 2차
원 형태인 UAV영상들에서 3차원 형태인 점군 데이터

를 추출한다. 이는 이미 3차원으로 구축된 레퍼런스 데

이터와 비교하며, 두 데이터의 높이 차는 피해로 인해 

손실된 영역으로 판별한다. 피해로 판별된 데이터의 정

확도는 영상정합 결과 정확도에 비례하므로, 영상정합

의 결과로 피해정보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정확

도 분석은 사전에 구축한 항공 라이다 데이터를 레퍼런

스로 비교하였다.

2.2 영상정합(Image matching) 

영상정합은 연속으로 촬영되거나 구축한 영상이나 

비디오 자료들을 이용하여 3D 형상을 재현하는 핵심기

술이며, 일반적으로 Correlation based 방식과 Feature 
based 방식 두 가지 접근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Correlation based 방식은 영상의 모든 영역이나 픽셀

을 대상으로 영상정합을 수행하므로 연산량이 매우 많

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Feature based 방식은 영

상 내의 에지(edges), 코너(corners)와 같은 고유 형상

들을 추출하여 정합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영상에서 특정 형상들이 포함된 영역만을 추출하여 상

대적 위치를 보정하므로 매우 빠른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Feature based 방식으로 정합을 수행하

는  Agisoft사의 PhotoScan을 사용하였다. 
Photoscan은 영상정합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

인 알고리즘들을 적용하여 개발되었다. 먼저 영상들 간의 

정합을 위해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을 

이용하여 각 영상들에서 중복되는 영역이라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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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징점(Key point)과 형상을 추출한다. SIFT는 영

상의 회전과 크기에 불변하는 서술자를 이용하여 우수

한 매칭 성능을 보여준다(David, 2004). 
이후 Feature들의 3차원 형태를 재현하기 위하여 촬

영된 카메라의 정보와 영상들 간의 상대적 위치를 결정

하는 Bundler 알고리즘으로 대략적인(spares) 점 데이

터를 추출한다. 이 점 데이터는 보다 정밀하고 조밀한

(dense) 형상 포인트들을 추출하기 위한 PMVS2
(Patch-based Multi-View Stereo software ver.2), 메모

리 부하 없이 영상정합을 수행하는 CMVS(Clustering 
views for Multi-View Stereo)를 연속적으로 적용하여 

3차원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포인트들을 

추출한다(Yasutaka and Jean, 2007). 
PhotoScan에서 다중영상들을 활용하여 3차원 형상

을 재현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Fig. 1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Fig. 1의 프로세스 이후 재현된 표면은 사용한 영상 

파일로 텍스처링(Texturing)을 수행, 실제와 유사한 3
차원 형상을 추출한다. 영상정합에 사용되는 UAV영상

은 Fig. 2와 같은 형태로 입력된다. 

Figure 1. Image matching process

Figure 2. Example of input images

Figure 3. Image matching results

Fig. 3은 PhotoScan을 사용하여 Fig. 2의 영상들을 3
차원 형상으로 추출한 영상정합 결과물을 보여준다.

2.3 피해분석 방법론

수변구조물의 피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 촬영된 UAV 영상과 과거에 

구축한 동일지역의 레퍼런스 데이터를 활용한다. 촬영

된 UAV 영상은 사용한 카메라의 보정된 정보와 촬영 

당시의 위치 및 자세정보를 알 수 있는 각 영상들의 외

부표정요소 정보를 모두 포함한 DB 형태로 입력된다. 
입력된 영상 자료는 영상정합을 수행하여 3차원 형태

의 점군데이터를 생성하며, 이는 사전에 구축된 레퍼런

스 데이터와 높이 차를 비교하여 피해로 판별되는 영역

을 추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2차원 영상들을 영상정합 기법을 적용하여 피해영역의 

3차원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추출되는 피해 영역의 

정보는 피해의 길이나 넓이 정보에 추가적으로 부피

(volume) 값까지 정확히 추출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LiDAR와 같은 고가의 센서가 없이 측정이 어려웠던 3
차원 측정값을 단지 2차원 영상만으로 자동추출이 가

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한 가지 영상정합에서는 초기 외부표정요소 값이 

매우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므로, 영상들의 외부표정요

소 정확도에 따라 영상정합 결과 정확도가 좌우된다. 
결국 촬영 카메라의 위치 및 자세를 나타내는 외부표정

요소는 영상정합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써 촬영 당시 이 값의 정확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확한 외부표정요소를 사용한 정합결과는 

실제 지상좌표계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동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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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amage analysis method

Figure 5. Pattern of damage data

역의 3차원 지형데이터(예 : 항공LiDAR 측량성과, 수
치표고모델 등)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영역이 실제 

피해영역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피해 대

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파손이나 제방 등의 유실

이므로, 피해영역이라고 판별되는 영역의 공간 데이터

는 Fig. 5와 같이 피해 이후 일부 영역이 소실된 형태

라고 전제한다. 
결국 피해영역의 분석은 영상정합 결과물과 레퍼런

스 데이터와 비교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높이 차를 가

지는 영역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두 데이터 높이 값(Z
값) 차이와 동일하다. 

4. 실험 및 정확도 평가

4.1 실험 개요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유역의 수변구조물인 강정고

령보 일대를 대상으로 시설물과 제방이 포함된 영역의 

UAV영상을 취득하였다. 연구지역 촬영에 사용된 

UAV 기체는 독일 마이크로드론사의 MD4-1000이며, 
100m 고도에서 촬영하였다. 사용된 카메라는 SONY사

의 DSLR ILCE -7M2이며, 카메라와 촬영 영상의 제원

은 Table 1 and 2와 같다.
UAV촬영 영상은 총 63장의 연속 중복영상이며, 좌

표계는 TM 동부원점, 타원체는 GRS80 타원체를 사용

하였다. Fig. 6은 실제 취득한 영상의 일부이다.
사용한 UAV영상의 촬영 당시 카메라 위치와 자세정

보를 나타내는 외부표정요소는 GCP없이 지오레퍼런싱

을 수행한 데이터와 현지 측량으로 GCP를 취득․사용한 

매우 정확히 보정된 데이터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서울

시립대학교 LSM 연구실 제공). GCP 없이 지오레퍼런

Model Sony DSLR ILCE-7M2
Focal length 35 mm

Pixel size 6 μm
Weight 599 g

Table 1. Digital camera specification

Area Gangjeong-Goryeong Weir
Image num. 63  images
Image size 6000 × 4000 pixels

Flying Height 100 m

Table 2. UAV image dataset

Figure 6. A few images of the UAV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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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Initial Adjusted
Focal Length in x 7157.95 7427.56
Focal Length in y 7157.95 7427.56

Principal point in x 3680 3624.99
Principal point in y 2456 2484.09

Radial distortion (k1) 0 0.0475477
Radial distortion (k2) 0 -0.230416
Radial distortion (k3) 0 0.0553754
Radial distortion (k4) 0 0

Table 3. Calibrated camera parameters

싱을 수행한 데이터는 영상정합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정확도를 보여주는지, 그 결과는 본 연구 목적인 피해분

석에 활용할 수 있을지 검증해 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영상정합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

어인 Agisoft사의 PhotoScan을 이용하였으며, 각각 생

성된 정합결과는 사전에 구축된 기준 데이터와 비교하

여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영상정합 수행 전, PhotoScan에서는 입력영상 촬영

에 사용된 카메라 모델의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calibration) 변수들의 왜곡을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며, 
사용된 카메라의 보정 내용은 Table 3과 같다.

내부표정 이후 입력된 영상들은 'Align photos' 기능

을 수행하여 상대적인 위치와 상호 매칭점들을 추출하

며, 최종적으로 'Build dense cloud'를 통해 영상정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4.2 실험 결과

4.2.1 영상정합 평가실험

Fig. 7은 GCP를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와 GCP를 사

용하여 외부표정요소를 정밀하게 보정한 영상으로 각

각 영상정합 결과를 보여준다. 
Fig. 7의 결과로 외부표정요소의 정확도와는 별개로 

Figure 7. Image matching results: (a) with GCPs, (b) 
without GCP

영상 자체만으로 영상정합 기술의 3차원 형상 재현

은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촬

영 당시 카메라의 정확한 위치와 자세정보를 나타내는 

외부표정요소의 부정확한 값은 영상정합 결과와 실세

계 위치와의 오차를 유발한다. 피해정보의 정확한 정량

적 분석을 위해서는 영상정합 결과의 정확한 위치정확

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다음은 이를 위한 정합결과의 

위치정확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4.2.2 영상정합의 위치정확도 분석

위치정확도 분석은 UAV 영상정합 결과와 지상좌표

계와의 위치오차를 측정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추출

되는 정합결과(점군 데이터)를 사전 취득된 레퍼런스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레퍼런스 데이터는 2014년 12월
에 취득한 대상지역의 항공라이다(Aerial LiDAR) 취
득성과이며, 이는 후처리가 완료되어 정확도가 확보된 

데이터이다(높이 기준 평균 RMSE : 1.5cm). 실험 지

역은 낙동강 유역의 강정고령보와 인근 제방으로 아래 

Fig. 8과 같이 특징적인 4개 지점을 선택하여 데이터 

비교를 수행하였다. 
Fig. 8에 표시된 4개 지점은 구조물 복잡도에 따라 

수변구조물에서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영역이며 지점 

별 특징은 Table 4와 같다.

Figure 8. The test areas of accuracy assessment

area #1 Levee area
area #2 Simple structure
area #3 Flat road
area #4 Complex structure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tes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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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Visual comparison of image matching 
without GCP

# Position error (unit : m)

area #1
horizontal 1.6 ~ 1.8

vertical 1.2 ~ 1.4

area #2
horizontal 1.5 ~ 2.0

vertical 0.9 ~ 1.3

area #3
horizontal 1.7 ~ 2.0

vertical 1.5 ~ 2.0

area #4
horizontal 1.8 ~ 2.1

vertical 1.3 ~ 1.7

Table 5. Position errors from all areas (without GCP)

먼저 GCP 없이 지오레퍼런싱을 수행한 외부표정요

소를 가진 영상정합 결과를 레퍼런스 데이터와 비교하

였다(Fig. 9). 
Fig. 9에서 보듯이 네 영역의 정합결과들은 레퍼런스 

데이터와의 위치오차를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정

도로 현저히 크며, 각 지점의 수평 및 수직 위치정확도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듯이 GCP 성과를 사용하지 않고 보

정한 외부표정요소를 사용한 경우, 정합결과는 레퍼런

스 데이터와 비교할 때 모든 지점에서 평균 1m 이상의 

위치정확도 오차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피해분석 방법론에 적용할 경우, 최소 1m 이상의 잘못

된 피해분석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외부표정요소가 정

확하지 못한 데이터는 정확한 피해영역을 추출하지 못

하며, 실제 피해영역의 탐지 및 분석에 활용할 수 없다

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은 외부표정요소가 매우 정확한 UAV 영상을 사

용하는 경우, 피해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GCP를 이용하여 외부표정요소를 보정한 

UAV영상을 사용하여 영상정합을 수행하였으며, 레퍼

런스 데이터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Fig. 10의 결과에서는 GCP를 사용하여 미세 조정된 

정확한 외부표정요소를 사용하면 정합결과와 레퍼런스 

데이터의 위치 오차를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없을 정도

Figure 10. Visual comparison of image matching with 
GCP

# Position error (unit : m)

area #1
horizontal 0.09 ~ 0.15

vertical 0.11 ~ 0.12

area #2
horizontal 0.07 ~ 0.13

vertical 0.10 ~ 0.12

area #3
horizontal 0.06 ~ 0.12

vertical 0.09 ~ 0.13

area #4
horizontal 0.12 ~ 0.27

vertical 0.14 ~ 0.34

Table 6. Position errors from all areas (with GCP)

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점의 수평 및 수직 

위치정확도 비교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의 결과는 정밀하게 보정된 정확한 외부표정

요소를 가진 영상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위치오차가평

균 10cm 전후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위치정확도를 

Figure 11. Difference map between the matching result 
and reference from aerial lidar (unit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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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확한 외부표정요소를 

가진 영상들의 정합 결과는 실제 지상좌표계와 유사하

므로 피해분석에 활용할만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ig. 10의 지점 #4(매우 복잡도가 

높은 구조물)에서 다소 큰 위치오차를 보이는 것은 복

잡도가 높은 구조물이 포함된 영상의 정합결과는 정확

하지 못한 기술적 한계가 반영되었다. 
Fig. 11은 외부표정요소가 정확히 보정된 UAV영상 

정합 결과와 레퍼런스로 사용한 항공라이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높이(Z값) 기준 차분맵(Difference map)을 구

성한 결과이다.
Fig. 11에서 형상이나 윤곽이 없는 물(river) 포함 영

역이나 복잡도 높은 일부지점을 제외하면 모든 지점의 

높이 차이는 10-20cm 이내이다. 영상정합 결과와 레퍼

런스 데이터의 높이 차이가 매우 작다는 것은 이 두 데

이터의 높이 차 변화가 피해 여부를 판별하는데 매우 

확실하고 간편한 그리고 효과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변구조물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탐

지하기 위해 UAV 영상을 이용하여 3차원 점군 데이터

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피해분석이 가능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정확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밀하게 보정된 

UAV영상은 영상정합 결과가 실제 레퍼런스와 10cm 
전후의 매우 정확한 위치오차 결과를 보였다. 외부표정

요소가 매우 정확하면 영상정합은 실세계와 유사한 3
차원 결과물을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임을 보여주

었다. 교량이나 보와 같은 규모가 큰 수변구조물에서 

시설물의 파손, 제방의 유실 등 최소 1m 급 이상의 피

해가 예상되는 피해 특성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영상

정합을 수행한 결과물은 피해영역을 탐지하기에 충분

히 활용할만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비행 운

용 비용 대비 경제성이 높은 UAV영상을 이용하여 피

해를 탐지하는 본 연구의 방법론은 매우 유용하다고 판

단되나, 가벼운 UAV 기체 특성 상 외부표정요소가 정

확히 취득되지 않는 촬영 환경을 해결하고 촬영 직후 

외부표정요소를 빠르게 보정하는 연구들이 더 필요하

다. 동시에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보장하는 GCP 데이

터를 사전에 구축하여 피해지역의 신속한 분석에 활용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복잡도가 매

우 높은 구조물은 영상정합 기술로 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이러한 피해를 탐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론을 개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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