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5, No.6-1, 2019, pp.973~985
https://doi.org/10.7780/kjrs.2019.35.6.1.8

ISSN 1225-6161 ( Print )
ISSN 2287-9307 (Online)

Article

무인항공기에서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의 
평면성 분석을 통한 자동 건물 모델 생성 기법

김한결 1)·황윤혁1)·이수암 2)†

Automatic Building Modeling Method Using Planar Analysis 
of Point Clouds from Unmanned Aerial Vehicles

Han-gyeol Kim 1)·YunHyuk Hwang1)·Sooahm Rhee 2)†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separate the ground and building areas and generate
building models automatically through planarity analysis using UAV (Unmanned Aerial Vehicle) based
point cloud. In this study, proposed method includes five steps. In the first step, the planes of the point
cloud were extracted by analyzing the planarity of the input point cloud. In the second step, the extracted
planes were analyzed to find a plane corresponding to the ground surface. Then, the points corresponding
to the plane were removed from the point cloud. In the third step, we generate ortho-projected image
from the point cloud ground surface removed. In the fourth step, the outline of each object was extracted
from the ortho-projected image. Then, the non-building area was removed using the area, area / length
ratio. Finally, the building’s outer points were constructed using the building’s ground height and the
building’s height. Then, 3D building models were created. In order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we
used point clouds made using the UAV images. Through experiments, we confirmed that the 3D models
of the building were generated automatically.
Key Words: UAV Photogrammetry, Point cloud, Building model

요약: 본논문에서는저비용으로생성할수있는무인항공기기반의포인트클라우드를사용하여평면성분

석을통해지면과건물영역을분리하고자동으로건물모델을생성하는방법을제안한다. 제안하는방법은총

다섯단계로구성된다. 첫단계에서는입력되는포인트클라우드의평면성을분석하여포인트클라우드를구

성하는평면들을추출하였다. 두번째단계에서는추출된평면들을분석하여지표면에해당하는평면을찾고

포인트클라우드에서해당평면기준으로포인트들을제거하였다. 세번째단계에서는지표면이제거된포인

트클라우드를정사투영하여영상을제작하였다. 네번째단계에서는정사투영된영상에서각각의객체의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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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정보통신기술의발전으로스마트시티와같은

3차원도시모델개발기술의수요가점차증가하고있

으며, 이에따라건물과같은 3차원객체모델생성기술

의필요성도함께증가하고있다.

3차원객체모델은일반적으로메시모델(Meshmodel)

과솔리드모델(Solid model) 등의형태로제공되고있다

(Yoon et al., 2019). 일반적으로메시모델은포인트클라

우드를이용하여생성하는방법이연구되고있으며, 솔

리드 모델은 주로 수치지도와 같은 2D자료를 이용하

여생성하는방법을주로사용하나최근에는포인트클

라우드를이용한연구들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수

치지도와 같은 2D자료를 가공하여 생성하는 방법은

도면에 존재하는 건물의 외곽정보에 높이값을 부여하

여솔리드모델을생성하는방법으로적용되며, 기관이

나 지자체 등에서 수동 추출을 위한 기반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있다(Ham, 2019). 그러나지도정보를활용하

는자료특성상한지역의자료생성및갱신주기가길

기 때문에 새로 지어진 건물의 경우에는 3차원 모델링

이 불가능하며, 건물 모델의 높이를 획득할 수 없는 경

우 실제 높이가 아닌 건물 층수에 평균 층별 높이를 곱

한 값을 이용하는 등 실제 값과는 차이가 있는 모델의

높이를사용한다는한계점이있다. 포인트클라우드를

가공하여 3차원 객체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건물의 꼭지점을 수동 추출하여 건물의

형상을생성하고텍스처를입히는연구와포인트클라

우드를 삼각망 보간과 같은 보간 기법을 이용하여 3D

건물 모델을 구성하는 연구가 보고되었다(Wu et al.,

2017). 보간을통해생성된 3D건물모델을메시모델이

라고하며, 메시모델은포인트클라우드의위치정보가

잘반영된다는강점이있으나, 텍스처정보는포인트에

부여된밝기값을보간하여생성되므로확대시텍스처

정보가실감형과거리가있으며, 처리속도와용량이매

우 크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는 용량이 작은 건물 솔리

드 모델을 요구하는 최근 수요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Nan and Wonka(2017)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평면성 분

석을통해건물포인트클라우드를이루고있는평면들

을추출하고, 평면들의교차점을계산하여건물모델을

생성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이와같이포인트클라우

드를 가공하여 3차원 객체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의 경

우, 객체를 지면과 같은 비객체 포인트 클라우드와 분

리해야하고각각의객체들사이의분리작업과같은선

행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 측량과 동시에 포인

트클라우드취득이가능하고안정된점밀도로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자

료를기반하여연구가수행되었기때문에, 무인항공기

영상의 정합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와 같이

LiDAR에비해안정적으로포인트획득이어렵고상대

적으로노이즈가많이포함된데이터의경우적용이어

려울수있다.

무인항공기영상을활용한사진측량기술을적용할

경우, 자료 획득에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존

기법들에 비해상대적으로적은제약하에저비용으로

공간정보생산이가능하다는장점에따라전세계적으로

공간정보 산업에 활용되고 있다(Remondino et al., 2011).

이에 무인항공기 영상으로 정확한 3차원 공간정보를

생성하기위한정밀센서모델수립, 포인트클라우드생

성기법들이연구되고있다. 무인항공기영상의정밀센

서모델수립을위한기법은 SfM(Structure from Motion)

이연구되어활발히사용되고있으며(Turner et al., 2012),

사진측량의 공선방정식을 이용한 IBA(Incremental

Bundle Adjustment) 기법이제안(Rhee et al., 2018)되는등

활발한연구가진행되고있다. 무인항공기영상을이용

한포인트클라우드생성기술의경우 SGM(Semi-Global

Matching)와MDR(Multi-Dimensional Relaxation)과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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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을추출하고외곽선의넓이와넓이, 길이비율을이용하여건물불인정영역을제거하였다. 마지막단계에

서는건물의지표면높이와건물의높이를이용하여건물의외곽점을구성하고 3D 건물모델을생성하였다.

제안한방법을검증하기위하여무인항공기영상을이용해제작된포인트클라우드를사용하였으며, 실험을

통해제안기법을통해무인항공기기반포인트클라우드에서자동으로건물의 3D 모델이생성가능함을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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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합기법들이연구되어 (Halla and Rothermel, 2012;

Rhee and Kim, 2016) 무인항공기영상에서도높은품질

의포인트클라우드의추출이가능해졌다. 또한무인항

공기영상의경우타플랫폼에비해대상물에인접하여

촬영하기 때문에, 건물의 형태 및 고화질의 텍스처 추

출에용이하며, 무인항공기기반의포인트클라우드로

모델을만듦으로써건물모델생성과동시에모델의각

벽면에 해당하는 텍스처를 무인항공기 영상으로부터

추출하여적용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기존기법들의장점을활용하고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데

이터를 획득할 수 있으며, 신규 건물이나 차폐지역에

대한 손쉬운 데이터 획득이 가능한 무인항공기 영상

기반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지면과 건물을

분리하고, 건물을 객체 별로 분리, 포인트 클라우드의

높이값을계산하여자동으로건물의 3D모델을생성하

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의 검증을 위해 무인항

공기 영상을 이용해 상용 SW로 제작한 포인트 클라우

드를사용했으며, 실험결과를통해제안하는기법의가

능성을확인하였다.

2. 제안 방법

무인항공기영상기반포인트클라우드로부터자동

으로건물모델을생성하는과정은 Fig. 1과같다.

무인항공기포인트클라우드기반건물모델링과정

은 총 다섯 단계로 수행된다. 먼저 입력되는 포인트 클

라우드의 평면성을 분석하여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성

하는평면들을추출한다. 두번째단계에서는추출된평

면을분석하여지표면에해당하는평면을찾고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해당 평면 기준으로 포인트들을 제거한

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표면이 제거된 포인트 클라

우드를 정사 투영하여 영상을 제작한다. 네 번째 단계

에서는정사투영된영상에서각각의객체의외곽선을

추출하고외곽선의넓이와넓이, 길이비율을이용하여

건물불인정영역을제거하고, 마지막단계에서는건물

의지표면높이와건물의높이를이용하여건물의외곽

점을구성하고 3D건물모델을생성한다.

1) 포인트 클라우드 평면성 분석

건물모델을생성하기위해서는스테레오영상으로

부터생성된포인트클라우드에서건물영역을탐색하

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인트 클

라우드에서 지면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평면성

분석을통해지면평면을탐색하고지면이하의포인트

들을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면 제거를 수행하였다. 포인트 클라우드 평면성 분

석은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 기반의모델

피팅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Fischler and Bolles, 1981).

RANSAC기반의포인트클라우드평면성분석과정은

Fig. 2와같다.

먼저전체포인트클라우드에대해샘플포인트들을

무인항공기에서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의 평면성 분석을 통한 자동 건물 모델 생성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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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for proposed method. Fig. 2.  Flow chart for planar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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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선택한다. 그리고선택된포인트들을이용하여

평면모델을계산하고, 선택되지않은포인트들을이용

하여 평면 모델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적

합여부는선택되지않은점과설정된평면에서의거리

측정을통해 inlier개수를계산하여판단한다. 그리고위

과정을반복횟수와같은제한조건하에반복하여생성

된 평면들 중 inlier가 가장 많은 평면을 평면 모델의 후

보로 결정한다. 이렇게 평면 모델 후보가 결정되면 원

본포인트클라우드에서평면모델후보에해당하는포

인트들을제거하고위의전체과정을반복하여평면모

델 후보를 추가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전체 포인트 클라

우드를 구성하는 다수의 평면을 산출할 수 있다. 이때,

각각의평면은수식 1과같은평면방정식의형태로구

해지게된다.

      ax + by + cz + d = 0                       (1)

2) 지면 평면 선정 및 지면 제거

제안하는방법에서는지면제거를통해지면을포함

하는일정높이이하의포인트들을제거한다. 무인항공

기영상기반포인트클라우드의경우일반적으로지면

에 가장 많은 포인트들이 존재한다. 또한 지면은 모든

평면들중가장고도가낮은평면이라는특성을이용하

여지면에해당하는평면을선정하였다.

비건물영역이후보로추출되는오류를최대한줄이

고 확실한 지면 평면의 제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설정된 지면 높이에 추출하고자

하는 건물의 최소 높이 임계값을 더하여 그 값보다 낮

은포인트들을제거하였다.

3) 포인트 클라우드 영상 변환

세번째단계에서건물영역을추출하기위해서포인

트클라우드를정사투영영상으로변환한다. 포인트클

라우드를영상으로변환하는이유는두가지목적을갖

고있다. 첫번째목적은건물의영역을추출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3차원 좌표를 갖는 객체의 경우 정사 투영

을하면객체가투영되는평면에서점유하는영역으로

표현된다. 따라서포인트클라우드를정사투영한다면

분석을통해포인트클라우드도메인(3차원도메인) 보

다쉽고빠르게건물의영역을추출할수있다. 첫번째

목적을달성하기위해지면이제거된포인트클라우드

를사용해서정사투영영상을제작한다.

포인트클라우드의영상변환을수행하는또다른목

적은건물의높이값추출하는것에있다. 3D건물모델

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3차원 지상좌표 x, y, z가

필요하다. 따라서영역의 3차원지상좌표중건물의높

이와지면의높이를추출해야하며, 밝기값이포인트클

라우드의높이값으로표현되는정사투영영상이필요

하다.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를사용해서정사투영영상을제작한다.

따라서지면이제거된포인트클라우드와지면이제

거되지않은포인트클라우드를사용하여두가지정사

투영영상을제작하였다. 포인트클라우드를정사투영

한영상으로변환하는처리과정은 Fig. 3과같다.

첫번째단계에서는포인트클라우드의지상좌표 x,

y의최대, 최소값을이용하여영역을설정한다. 그리고

영역을포인트클라우드의추출간격에서설정된GSD

(Ground Sample Distance)를이용하여GSD×GSD크기

의격자단위로나눈다.

두번째단계에서는생성된모든격자의지상좌표(X,

Y)에대해대응하는포인트클라우드를선정하고, 선정

된포인트클라우드에서속성정보를가져온다. 이때가

져오는속성정보는색상(Red, Green, Blue), 혹은높이좌

표(Z)이다. 이때, 정사투영영상의각격자에해당하는

포인트클라우드는공선조건식혹은DLT(Direct Linear

Transformation)과같은기법을활용한센서모델식을이

용하여계산한다.

4) 건물 영역 선정

제안하는방법에서는건물영역선정을위하여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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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low chart for ortho-projected image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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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지면이 제거된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생성된

정사투영영상에외곽선검출알고리즘을적용하였다.

건물 영역 선정에 대한 전체적인 처리 과정은 정사 투

영영상에팽창, 침식을통한홀(hole) 제거, 외곽선추출,

그리고건물영역필터링의순으로진행된다.

홀 제거 단계에서는 앞서 생성된 정사 투영 영상에

팽창, 침식알고리즘적용을통해영상에존재하는홀을

제거한다. 이때, 포인트클라우드를보간과같은전처리

없이 정사 투영 영상으로 변환하며, 이 경우 영상의 각

격자 사이에 다수의 홀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홀

들은본연구에서건물영역선정에적용한외곽선검출

알고리즘에서오류를나타낼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

서 건물 영역 선정에 앞서 홀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팽창 침식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홀과 같은 노

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때 건물 전체

적인 형상의 모양 및 크기의 변화가 크지 않다(Joseph

and Ron, 2002).

두 번째 단계에서는 팽창, 침식 알고리즘이 적용된

정사투영영상에서외곽선을추출한다. 영상에서의외

곽선추출은이진영상에서경계를추적하는방법을사

용한다 (Keiichi, 1983).

세번째단계에서는추출된각각의외곽선정보를이

용하여필터링을수행하여최종적인건물영역을선정

한다. 두번째단계에서추출된외곽선은지면제거과정

에서제거되지않은비건물영역과팽창, 침식의과정에

서생긴오류를포함하고있다. 따라서이와같은오류를

제거할필요가있으며, 외곽선내부영역의최소넓이, 외

곽선내부영역의넓이와외곽선길이의비율두가지조

건에따라위의오류들을제거하였다. 외곽선내부영역

최소넓이의경우, 추출하고자하는건물의최소넓이를

사용하여해당넓이이하의넓이를갖는경우나무, 자동

차와같은비건물영역으로판단하여제거한다. 외곽선

내부영역의넓이와외곽선길이의비율은외곽선영역의

넓이를외곽선길이로나눈값으로일반적인건물의형태

를벗어나는영역을제거하기위한조건이다. 본논문에

서는이값이일정값이하일경우길이에비하여점유하

는영역이매우작은영역으로비건물로판단하였다.

외곽선내부영역의최소넓이의경우추출하고자하

는 건물의 최소 넓이로 선정한다. 이 과정을 통해 최적

의 분리된 건물의 영역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때 건물

영역은 정사투영 영상의 column, row좌표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5) 3차원 건물 모델 생성

마지막으로 3D건물모델을건물의영역추출및영

역에 3차원 좌표 부여를 통한 3D건물 형상 구현을 통

해생성한다. 건물영역의 3차원좌표를부여하기위해

서이전단계에서추출된건물영역의실제 3차원좌표

를부여한다. 건물모델생성과정은다음과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 건물 영역을 구성하는 각 점의 영

상 좌표(column, row)를 이용하여 지상좌표 x, y를 계산

한다. 정사투영에사용한일반적인센서모델식은지상

좌표 x, y, z를이용하여영상좌표 column과 row를계산

한다. 이방법을역으로이용하면지상좌표 z를알고있

을 경우, 영상좌표를 이용하여 나머지 지상좌표 x, y를

계산할수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의 건물 영역의 대표 건물

높이와 지면 높이를 추출한다. 첫 번째 단계와 달리 대

표건물높이를추출하는이유는건물의외곽점마다높

이값이제각각일경우건물모델의형상이기형적으로

생성되기때문이다. 건물높이의경우각각의외곽점이

보유하고 있는 근처의 3 by 3 크기의 마스크 영역에서

가장 높은 높이값을 추출한 후 건물 마다 중앙값을 사

용한다. 마스크를사용한이유는외곽점이건물이아닌

지면에위치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지면에서높이가

추출될경우를최대한배제하기위해서이다. 중앙값을

사용하는이유는외곽점중지면의높이가추출되거나

다층구조의건물일경우높이값이여러층으로추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 지면 높이의 경우 반대의 방식

으로외곽선외부의일정마스크영역에서가장낮은높

이값을추출하여사용하였다.

세번째단계에서는건물영역별외곽점에높이값을

부여하여건물의 3차원모델을생성한다. 건물의 3차원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건물 옥상부의 3차원 외곽

점들과 건물 지면부의 3차원 외곽점들이 필요하다. 따

라서계산된건물외곽점들에건물의높이와지면의높

이를각각부여하여건물의지붕에해당하는외곽점그

룹과건물의지면에해당하는외곽점그룹을생성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건물의 3차원 외곽점들을 구성하

게되면건물의 3차원형상을생성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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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1) 실험 데이터

실험은 Fig. 4, 5와같이여의도중학교와건설기술연

구원일대를대상으로수행했다. 실험에사용된영상은

Sony ILCE-6000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SISTECH의

K-Mapper기체에서취득한영상을이용하여제작한포

인트클라우드를사용하였으며, 포인트클라우드는상

용 소프트웨어 3D-UAV와 Pix4D로 총 4가지 결과물을

이용하여정합기법별적용가능성을검토하였다. 여의

도 포인트 클라우드의 경우 141장의 영상을 이용하여

3D-UAV와 Pix4D로제작한결과이며, 건설기술연구원

포인트클라우드의경우 3D-UAV는 66장의영상, Pix4D

의경우 165장의영상으로포인트클라우드를제작하고

3D-UAV결과물과같은영역을잘라내어사용하였다.

2) 실험 과정

본논문에서는제안하는무인항공기영상기반포인

트클라우드로부터건물모델생성방법을검증하기위

하여 제안 기법의 단계별 산출물 및 최종 건물 모델을

확인하며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때, 첫 단계인 포인트

클라우드 평면성 분석의 경우 두 번째 단계인 지면 평

면 선정 및 지면 제거의 결과물 분석을 통해 검증을 수

행하며, 실험은 첫 번째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자

동으로이루어졌다.

또한다음 Table 1의포인트클라우드내건물개수와

생성된 건물의 개수 및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 내의 건

물 위치와 생성된 건물 모델의 위치를 건물 꼭지점 좌

표비교를통해제안기술의가능성검토를진행하였다.

이때, 포인트 클라우드 내에 건물의 외곽 형상이 드러

나있는건물만을대상으로검증을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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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int clouds of KICT.

Fig. 4.  Point clouds of Yeouido.

08김한결(973~985)(Fig.4~16)ok.qxp_원격35-6-1_2019  2019. 12. 30.  오전 10:38  페이지 978



제안하는방법의검증을위하여, 평면성분석에 PCL

(Point Cloud Library)의 Plane Fitting알고리즘을사용하

였다. 또한건물영역선정과정에서팽창, 침식알고리즘

은OpenCV에서제공하는 dilate(팽창), erode(침식) 함수

를사용하였으며, 외곽선검출은OpenCV의 findcontour

함수를활용하여실험을진행하였다.

4. 실험 결과

본논문에서는제안하는무인항공기영상기반포인

트클라우드로부터건물모델생성방법을검증하기위

해서단계별로실험하여결과를분석하였다. 단계적결

과분석결과, 포인트클라우드에서지면높이에서건물

의 최소 높이 이하의 포인트가 제거되었다. 또한 정사

투영 영상 변환 및 변환된 영상에서 건물 영역 추출 및

필터링이성공적으로이루어진것을확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추출된건물영역에서건물모델도성공적

으로생성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1) 포인트 클라우드 평면성 분석을 통한 지면 평면

선정 및 지면 제거

본논문에서추출하고자하는건물의최소높이는 10

m로, 이값을이용하여클라우드의지면제거를수행하

였다. 또한 평면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할 때 inlier와

outlier를판단하는평면과점사이의거리기준은 50 cm

를 사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네 가지 실험 자료로 지면

이제거된포인트클라우드추출결과는 Fig. 6, 7과같다.

Fig. 6, 7에서확인할수있듯이모든실험세트에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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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 of ground remove from point clouds (KICT).

Table 1.  Number of building in point clouds

Yeouido KICT
3D-UAV Pix4D 3D-UAV Pix4D

Number 
of building 13 14 8 8

Fig. 6.  Result of ground remove from point clouds (Yeou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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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제거된포인트클라우드만이남은것을확인할수

있다. 다만기준높이로삼은 10 m보다높은나무가다

수있는여의도지역의경우나무가있는영역이잡음으

로남아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와같은잡음은영

상변환과건물영역선정과정에서제거되게된다.

2) 포인트 클라우드 영상 변환

정사투영영상으로변환단계에서영상의밝기값을

포인트클라우드의밝기값(Red, Green, Blue), 높이값으

로 사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네 가지 실험 자료에 대해

포인트 클라우드의 밝기값을 영상의 밝기값으로 하여

영상변환을한결과는 Fig. 8, 9와같다.

Fig. 8, 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실험 세트에서

정사투영영상변환이완료된것을확인할수있다.

3) 건물 영역 선정

건물최소넓이는 1000 m2로하였으며, 넓이/길이비

율은 4 이상인영역만을건물로선정하여필터링하였다.

실험을 통해 네 가지 실험 자료에 대해 건물 영역을 선

정한결과는 Fig. 10, 11과같다.

Fig. 10, 11에서확인할수있듯이포인트클라우드정

사투영영상변환의결과에서생성된영상에서비건물

영역이제거되고건물영역선정완료되는것을확인할

수있다.

4) 3차원 건물 모델 생성

앞서선정된건물영역에포인트클라우드에추출된

지면과건물지붕면의높이정보를이용하여건물의모

델을 구성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3차원 건물 모델을

생성한결과는 Fig. 12, 13과같다.

Fig. 12,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물 영역 선정 결

과물을 이용하여 3차원 건물 모델이 생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2는 포인트 클라우드 내에 존재하는

건물과 추출된 건물 모델의 수를 나타낸다. 포인트 내

에존재하는건물의수는영상지도상에서동일영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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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ult of ortho-projected image conversion (KICT).

Fig. 8.  Result of ortho-projected image conversion (Yeou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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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sult of building area extraction (Yeouido).

Fig. 13.  Result of building model generation (KICT).

Fig. 12.  Result of building model generation (Yeouido).

Fig. 11.  Result of building area extraction (K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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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존재하는건물의수로설정했다.

네 실험 세트 모두 90% 이상의 건물이 모델로 생성

되는결과를보였다. 이중여의도의 3D-UAV의경우한

개의모델이원래생성되어야할모델의절반크기의모

델이생성되었다. 그이유는건물을구성하는포인트클

라우드에 큰 홀과 낮은 밀집도로 인해 영상 변환 및 건

물 영역 선정 과정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

술연구원데이터를 3D-UAV로처리한결과를보면, 실

제 건물의 수보다 더 많은 건물이 추출되었는데, 이는

포인트클라우드영역내에설정된영역과걸쳐있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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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uilding modeling result

Yeouido KICT
3D-UAV Pix4D 3D-UAV Pix4D

Number of building 13 14 8 8
Number of generated model 12 14 9 8

Fig. 14.  Generated building model (Green) and point clouds
(Yeouido).

Fig. 16.  Accuracy Verification Method.

Fig. 15.  Test build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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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추출된것으로분석된다. Fig. 14는생성된모델을

포인트클라우드에중첩시켜나타낸결과이다.

건물모델은포인트클라우드기반으로생성되었기

때문에, 두데이터간에큰위치오차없이중첩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모델 생성 여부를 확인하

기위해중첩데이터에서건물모델과포인트클라우드

간의위치오차를측정했다. 위치오차측정은 Fig. 15와

같이포인트클라우드내에건물의꼭지점을명확히판

단할수있는건물에대해수행하였으며, Fig. 16과같이

건물의하단부모서리를포인트클라우드와건물모델

에서추출하여정확도비교를수행하였다. 각각의모델

은최소 2점최대 18점의꼭지점을사용하여위치오차

를 계산하고 건물 별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계산하여정확도측정을수행하였다.

Table 3과 Table 4에서확인할수있듯이건물모델의

포인트 클라우드 대비 정확도가 1 m초반에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정사 투영 영상에서 건물

영역을 추출할 때 생기는 오차로, 건물 영역 선정 과정

에서수행되는팽창, 침식과정에서원본포인트클라우

드내의건물영역의변화가일어나서발생하는현상으

로판단된다. 또한 3D-UAV포인트클라우드와 Pix4D로

제작한포인트클라우드를비교하였을때와여의도데

이터셋과건설기술연구원데이터셋을비교하였을때

생기는오차확인결과그차이가크지않은것을확인할

수 있었다. 즉 포인트 클라우드 제작 방법에 상관없이

포인트클라우드에서건물모델의생성이가능하며, 일

정수준의정확도를보이는것을확인하였다.

5. 결론 및 고찰

본논문에서는무인항공기기반의포인트클라우드

를사용하여자동으로건물모델을생성하는방법을제

안한다. 실험은여의도와건설기술연구원일대를무인

항공기를이용해연직촬영한영상을이용하여상용소

프트웨어인 3D-UAV와 Pix4D mapper를이용하여제작

한포인트클라우드를이용하여수행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의검증을위하여본논문에서는처리단계별로결

과물을확인하였다.

먼저생성된포인트클라우드를이용하여평면성분

석을 수행하고, 지면 평면을 선정한 뒤, 포인트 클라우

드에서지면을제거하였다. 다음으로지면이제거된포

인트클라우드와원본포인트클라우드를이용하여정

사 투영 영상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정사 투영된 영상

을이용하여외곽선검출알고리즘을통해건물후보를

선정하였으며, 건물의조건을이용하여비건물을후보

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건물 영역을 3차

원 지상좌표로 변환하고, 높이값 지정을 통하여 3차원

건물모델을생성하였다. 실험결과실험에사용된포인

트클라우드에존재하는건물의 90% 이상이건물모델

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정확도가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와 비교했을 때, 1 m초반에 형성되는

것을확인할수있었다.

본논문을통해저비용의고효율을갖는무인항공기

영상을 이용하여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건물과지면을분리하고각각구분되는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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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MSE of Yeouido test set

Yeouido No.
Building

Number of
Check Point

RMSE (m)
3D-UAV Pix4D mapper

1 4 1.26 0.95
2 4 0.64 1.37
3 4 1.97 1.35
4 4 0.92 1.64
5 4 0.69 1.55
6 4 1.25 0.80
7 4 2.81 2.38
8 4 0.84 1.17
9 2 2.34 0.55
10 18 2.03 0.09

Average 1.48 1.19

Table 4.  RMSE of KICT test set

KICT No.
Building

Number of
Check Point

RMSE (m)
3D-UAV Pix4D mapper

1 4 1.40 3.13
2 5 1.53 0.51
3 10 0.56 1.18
4 4 1.13 0.78
5 6 2.31 0.53
6 12 0.53 0.53
7 5 0.90 0.52
Average 1.2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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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생성할수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 저비용으로

획득가능한무인항공기기반의포인트클라우드를이

용하여 자동으로 객체 별로 분리된 건물의 3D모델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

를 통해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와 같

은도시모델구축에큰기여를할수있을것이라기대

된다. 또한 포인트 클라우드 내 지면을 제거하고 건물

별로 분리된 영역 선정 기법은 자동화된 shape획득이

가능하게하여이후갱신주기에구애받지않는수치지

도와 같은 2D자료 갱신 뿐만 아니라 2D자료 기반 건

물 3D모델링에도활용할수있을것이라기대된다.

제안된기법을도화나실제도시모델에적용하기위

해서는높은정확도의센서모델링이우선되어야한다.

이 기법을 실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 이후

RTK(Real Time Kinematic) 기반의 외부표정요소가 적

용된무인항공기영상, 또는지상기준점을이용하여정

밀하게센서모델링보정이완료된영상을이용한실험

을 통해 수치지도와의 비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후포인트클라우드의정확도손실을최소화하여건물

모델을 생성하고, 옥상 상단부의 구조물 같은 세부 구

조물의표현을위한연구및무인항공기영상을이용한

고품질의 텍스처링을 수행하여 무인항공기 영상 기반

의저비용고효율의실감형건물 3D모델생성연구를

수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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