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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DSM (Normalized Digital Surface Model) is key information for the detailed analysis of remote sensing 

data. Although NDSM can be simply obtained by subtracting a DTM (Digital Terrain Model) from a DSM (Digital 
Surface Model), in case of UAV (Unmanned Aerial Vehicle) data, it is difficult to get an accurate DTM due to 
high resolution characteristics of UAV data containing a large number of complex objects on the ground such as 
vegetation and urban structures. In this study, RGB-based UAV vegetation index, ExG (Excess Green) was used 
to extract initial seed points having low ExG values for region growing such that a DTM can be generated cost-
effectively based on high resolution UAV data. For this process, local window analysis was applied to resolve 
the problem of erroneous seed point extraction from local low ExG points. Using the DSM values of seed points, 
region growing was applied to merge neighboring terrain pixels. Slope criteria were adopted for the region 
growing process and the seed points were determined as terrain points in case the size of segments is larger than 
0.25 m2. Various slope criteria were tested to derive the optimized value for UAV data-based NDSM generation. 
Finally, the extracted terrain points were evaluated and interpol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terrain points to 
generate an NDSM. The proposed method was applied to agricultural area in order to extract the above ground 
heights of crops and check feasibility of agricultural monitoring. 

Keywords :     Normalized Digital Surface Model, Slope Parameter, Local Window Analysis, Region growing, 
ExG, UAV

초   록

정규수치표면모델(NDSM: Normalized Digital Surface Model)은 원격탐사데이터의 상세 분석을 위한 핵심 적
인 자료로 사용된다. 지상기준높이인 정규수치표면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수치표면모델(DSM: 
Digital Surface Model)에서 수치지형모델(DTM: Digital Terrain Model)을 차분하는 것이지만, 무인항공기 데이터
의 경우 높은 해상도의 특성상 식생, 도심 구조물 등 많은 수의 복잡한 지형지물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지형
모델을 추출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데이터의 고해상도 특성을 잘 살리고 비용효율적인 수치지형모
델 생성이 가능하도록 RGB 기반 식생 지수인 ExG (Excess Green)를 이용하여 낮은 ExG 값을 갖는 영역 확장법의 
초기 시드점을 선정하였다. 이때 국소적으로 낮은 식생지수 값을 갖는 초기 시드점이 잘못 추출되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지역적 윈도우 분석을 적용하였다. 이후, 해당 위치의 수치표면모델값을 바탕으로 영역 확장법을 적용하
여 이웃하는 지면 화소들을 병합하였다. 영역 확장법 적용을 위해 경사도 파라미터가 사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병
합된 세그먼트의 크기가 0.25m2 초과일 경우 초기 시드점을 지면점으로 결정하였다. 다양한 경사도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여 무인항공기 데이터 기반 정규수치표면모델 생성의 최적 경사도 기준값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지면점들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지면점들에 보간법을 적용하여 정규수치표면모델을 생성하
고 제안 기법을 농업지역에 적용하여 농작물의 지상기준높이 추출 및 농업 모니터링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핵심어 : 정규수치표면모델, 경사도 파라미터, 지역적 윈도우 분석, 영역 확장법, ExG, 무인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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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격탐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심지 변화탐지, 농작물 성장 
분석, 산림 모델링, 재난재해 피해평가 등의 상세 분석을 수행하
기 위해서는 대상 건물, 농작물, 나무 등의 지상기준높이에 관
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무인항공기 데이터의 경우 높은 공간 해
상도로 인해 영상 내 다양하고 복잡한 자연 및 인공 구조물 등
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며 이는 특징 포인트 매칭 문제를 야기하
고 수치지형모델 생성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Xu et al., 
2015). 따라서 무인항공기 영상에 특화된 정규수치표면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무인항공기 기반 초기 수치표면모델에서 지
형과 지물을 높은 정확도로 분리하여 수치지형모델을 생성하
여야 한다.
기존 선행연구는 위성영상, 항공사진, 수치지도 등의 데이
터로부터 수치 표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Rhee et al. (2011)은 KOMPSAT-2 위성영상에 
궤도-자세각 모델과 RFM (Rational Function Model) 모델을 
적용하여 수치표면모델을 생성하고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
다. Im and Kim (2002)은 각각 10m, 6.6m, 1m의 공간해상도
를 갖는 SPOT, KOMPSAT, IKONOS 영상을 이용하여 도심
지 수치표면모델을 생성하고 정확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Park 
and Lee (2018)는 항공사진과 수치지형도로부터 생성된 수치
표면모델의 특성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선
행연구들이 입력 데이터의 종류와 공간해상도에 따른 수치
표면모델 생성 결과를 검증하고 비교 평가하였으나 공간해상
도의 제약으로 인해 수치표면모델에서 수치지형모델을 추출
하는 단계까지 연구를 확장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표
면이 아닌 지형의 표고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연구로 항공기 
기반 LiDAR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 무인항
공기 데이터를 이용한 수치지형모델 추출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Bigdeli et al., 2018; Chen et al., 2016). 최
근 무인항공기로부터 초고해상도 영상을 수집할 수 있게 되
면서 SIFT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와 같은 영상 
처리 알고리즘으로도 높은 점밀도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무인항공기 데이
터로부터 수치지형모델을 생성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
고 있다. 무엇보다 무인항공기로부터 생성되고 가공된 표고 
데이터는 무인항공기 다중분광영상과 별도의 기하학적 매칭 
과정 없이 이용이 가능하여 분광정보와 표고정보를 쉽게 통
합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다양한 활용 연구에 이
용된다(Bendig et al., 2015; Li et al., 2015). 일반적으로 무인
항공기 다중분광센서의 경우 RGB 센서에 비해 고가이며 낮

은 해상도를 가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데이터의 
고해상도 특성을 잘 살리고 비용효율적인 수치지형모델 생성
이 가능하도록 RGB 기반 무인항공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수치표면모델 생성 시 파라미터 설정에 관한 연구로는, Park 

and Bae (2004)가 수행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수치표면모델 
생성에 격자 크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해당 연
구에서는 격자 크기가 작을 경우 세부 지형이 오차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으며 격자 크기가 클 경우 지나친 일반화로 인해 지형 
해석에 문제가 발생함을 밝혔으며 최적의 격자 크기를 10m로 
제안하였다. 무인항공기 데이터를 이용한 수치표면모델 생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설정 연구로는 Lee et al. (2015)이 무인항공기
의 촬영방향에 따른 수치표면모델 및 정사사진의 제작 정확도
를 분석하였으며 Lee and Lee (2016)는 고도 파라미터가 다른 
영상을 이용한 수치표면모델 제작 방법을 제안하고 정확도 평
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 기법의 수치지형모델 생
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사도 파라미터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
한 경사도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여 지면점을 추출하고 정확도
를 비교 평가하였다. 제안 기법을 농업지역에 적용하여 농작물
의 지상기준높이를 추출하고 농업 모니터링 가능성을 검증하
였으며, 식생 지역이 적은 도심지의 경우 알고리즘 수정과 개선
이 요구될 수 있다.

2. 연구 방법

전체 연구 흐름도는 Fig. 1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RGB 기
반 무인항공기 식생 지수중 우수한 성능을 보인 ExG (Excess 
Green)를 이용하여 영역 확장법의 초기 시드점을 추출하였다
(Yeom et al., 2019). 낮은 ExG 값을 갖는 화소를 초기 시드점으
로 추출함으로써 비식생지역에서 지면 후보점을 1차적으로 추
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적 윈도우 분석을 적용하여 추출된 
초기 시드점이 해당 위치에서만 낮은 ExG 값을 갖는 것인지 아
니면 인접 영역이 모두 낮은 ExG를 갖는지를 고려하여 오추출
된 초기 시드점을 제거하였다. 이후, 해당 위치와 인접화소의 수
치표면모델값을 바탕으로 경사도를 계산하였으며 지역적으로 
표고 변화가 작은 이웃 화소들을 병합하여 지면 세그먼트를 추
출하였다. 최종적으로 병합된 세그먼트의 크기가 0.25m2 초과
일 경우 정확하게 탐지된 지면 세그먼트로 판단하여 세그먼트 
생성에 이용된 초기 시드점을 지면점으로 결정하였다. 영역 확
장법 적용 시 다양한 경사도 파라미터 값을 적용하여 무인항
공기 데이터 기반 정규수치표면모델 생성의 최적 경사도 기준
값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추출된 지면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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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확도 평가 및 지면점들의 보간을 통해 정규수치표면모델
을 생성하였다.

Fig. 1. Flow chart

2.1. ExG 계산 및 지역적 윈도우 분석

ExG는 Eq. (1)과 같이 녹색 밴드 정규화값의 두 배에서 적색
과 청색 밴드의 정규화값을 빼 녹색 밴드의 초과량을 식생 지
수로 계산한다(Woebbecke et al., 1995). 사용되는 각 밴드별 정
규화값은 Eq. (2)와 같이 RGB 밴드의 분광합계로 나누어 계산
된다. 동일한 촬영조건에서 무인항공기 RGB 영상은 근적외영
역을 포함하는 다중분광영상에 비해 공간해상도가 높기 때문
에 보다 고해상도의 수치표면모델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GB 무인항공기 영상에 적용 가
능한 식생지수인 ExG를 이용하여 영역 확장법에 사용될 초기 
지면점을 1차적으로 추출하고자 하였다.

- 5 -

ExG      (1)

 


  


  


(2)

나지나 도로와 같이 ExG 값이 낮은 비식생화소를 초기 지면점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자동

화된 임계값 결정 기법인 Otsu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Otsu, 1975). Otsu 임계화 기법은 영

상 히스토그램에서 지배적인 두 분포 사이의 계곡점 위치에 해당하는 임계값을 자동으로 결

정하는 기법으로서 클래스 내외의 분산을 이용한다. Eq. (3)과 같이 전체 분산()은 클래

스 내 분산(
 )과 클래스 간 분산(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클래스 내 분산은 

Eq. (4)와 같이 클래스 1과 2의 합으로 표현된다.

  
  

 (3)


   

  
  (4)

두 클래스의 분산이 가장 작을 때 Eq. (4)의 클래스 내 분산이 최소가 되며 이를 만족시

키는 최적의 임계값()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클래스 1과 2는 ExG 값이 높은 클래스와 

낮은 클래스를 의미하며 Otsu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가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임계값을 결정

함으로써 ExG 값이 높은 클래스와 낮은 클래스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G 값이 낮은 클래스를 분류한 후 0.01% 화소를 임의 추출하여 초기 지면점으로 결정하

였다. 그러나 초기 지면점은 단일 화소의 ExG 값만을 고려하므로 식생 그림자 등에서 오추

출되는 문제가 있으며 오추출된 초기 지면점은 수치지형모델의 정확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영역 확장법의 계산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영역 확장법은 기준 화소와 이웃 화소의 

1:1 비교를 유사한 화소가 없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높은 계산량을 요구하는 알고

리즘이므로 오추출된 시드 지면점을 제거하여 연산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역 기반 ExG 값을 추가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지역적 윈도우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각각의 초기 지면점을 중심으로 하는 0.5m × 0.5m 크기의 지역적 윈도우를 생

성하고 해당 윈도우 내 화소들의 평균 ExG 값을 계산하였다. 이때, 계산된 평균 ExG 값이 

이전 단계의 Otsu ExG 임계값(t)보다 높은 경우 지형 시드점에서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적 윈도우 크기 기준으로 이용한 0.5m × 0.5m (0.25m2)는 ExG 식생지수의 균질성을 분

석하기 위한 최소 영역에 해당 하는 크기로서 시행착오적 반복 실험을 통해 결정되었다.

2.2. 지면점 추출을 위한 영역 확장법

지면점 추출을 위해 제안된 영역 확장법의 알고리즘 순서도는 Fig. 2와 같다. 이전 단계

에서 추출된 지형 시드점 와 이웃하는 화소  의 표고 차이가 경사도 파

라미터를 통해 계산된 임계값 이하일 경우 이웃 화소를 새로운 지면점으로 추가한다. 이 과

정을 더 이상 새로운 지면점이 추가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최종 지면 세그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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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단계의 Otsu ExG 임계값(t)보다 높은 경우 지형 시드점에서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적 윈도우 크기 기준으로 이용한 0.5m × 0.5m (0.25m2)는 ExG 식생지수의 균질성을 분

석하기 위한 최소 영역에 해당 하는 크기로서 시행착오적 반복 실험을 통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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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임계값 결정 기법인 Otsu 알
고리즘을 적용하였다(Otsu, 1975). Otsu 임계화 기법은 영상 히
스토그램에서 지배적인 두 분포 사이의 계곡점 위치에 해당하
는 임계값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법으로서 클래스 내외의 분
산을 이용한다. Eq. (3)과 같이 전체 분산( )은 클래스 내 분산

( )과 클래스 간 분산( )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클
래스 내 분산은 Eq. (4)와 같이 클래스 1과 2의 합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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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클래스 내 분산은 

Eq. (4)와 같이 클래스 1과 2의 합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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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클래스의 분산이 가장 작을 때 Eq. (4)의 클래스 내 분산이 최소가 되며 이를 만족시

키는 최적의 임계값()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클래스 1과 2는 ExG 값이 높은 클래스와 

낮은 클래스를 의미하며 Otsu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가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임계값을 결정

함으로써 ExG 값이 높은 클래스와 낮은 클래스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G 값이 낮은 클래스를 분류한 후 0.01% 화소를 임의 추출하여 초기 지면점으로 결정하

였다. 그러나 초기 지면점은 단일 화소의 ExG 값만을 고려하므로 식생 그림자 등에서 오추

출되는 문제가 있으며 오추출된 초기 지면점은 수치지형모델의 정확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영역 확장법의 계산량을 증가시키게 된다. 영역 확장법은 기준 화소와 이웃 화소의 

1:1 비교를 유사한 화소가 없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높은 계산량을 요구하는 알고

리즘이므로 오추출된 시드 지면점을 제거하여 연산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역 기반 ExG 값을 추가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지역적 윈도우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각각의 초기 지면점을 중심으로 하는 0.5m × 0.5m 크기의 지역적 윈도우를 생

성하고 해당 윈도우 내 화소들의 평균 ExG 값을 계산하였다. 이때, 계산된 평균 ExG 값이 

이전 단계의 Otsu ExG 임계값(t)보다 높은 경우 지형 시드점에서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적 윈도우 크기 기준으로 이용한 0.5m × 0.5m (0.25m2)는 ExG 식생지수의 균질성을 분

석하기 위한 최소 영역에 해당 하는 크기로서 시행착오적 반복 실험을 통해 결정되었다.

2.2. 지면점 추출을 위한 영역 확장법

지면점 추출을 위해 제안된 영역 확장법의 알고리즘 순서도는 Fig. 2와 같다. 이전 단계

에서 추출된 지형 시드점 와 이웃하는 화소  의 표고 차이가 경사도 파

라미터를 통해 계산된 임계값 이하일 경우 이웃 화소를 새로운 지면점으로 추가한다. 이 과

정을 더 이상 새로운 지면점이 추가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최종 지면 세그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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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클래스 내 분산은 

Eq. (4)와 같이 클래스 1과 2의 합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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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윈도우 크기 기준으로 이용한 0.5m × 0.5m (0.25m2)는 ExG 식생지수의 균질성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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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클래스의 분산이 가장 작을 때 Eq. (4)의 클래스 내 분산
이 최소가 되며 이를 만족시키는 최적의 임계값( )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클래스 1과 2는 ExG 값이 높은 클래스와 낮은 클
래스를 의미하며 Otsu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가의 개입없이 자
동으로 임계값을 결정함으로써 ExG 값이 높은 클래스와 낮은 
클래스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G 값이 낮은 클래스를 분류한 후 0.01% 화소를 임의 추출
하여 초기 지면점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초기 지면점은 단일 
화소의 ExG 값만을 고려하므로 식생 그림자 등에서 오추출되
는 문제가 있으며 오추출된 초기 지면점은 수치지형모델의 정
확도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영역 확장법의 계산량을 증가시
키게 된다. 영역 확장법은 기준 화소와 이웃 화소의 1:1 비교를 
유사한 화소가 없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높은 계산량
을 요구하는 알고리즘이므로 오추출된 시드 지면점을 제거하
여 연산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역 기반 ExG 값을 추가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지역적 윈도우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각각의 초기 지면점을 중심으로 하는 
0.5m × 0.5m 크기의 지역적 윈도우를 생성하고 해당 윈도우 내 
화소들의 평균 ExG 값을 계산하였다. 이때, 계산된 평균 ExG 
값이 이전 단계의 Otsu ExG 임계값( )보다 높은 경우 지형 시
드점에서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역적 윈도우 크기 기준으
로 이용한 0.5m × 0.5m (0.25m2)는 ExG 식생지수의 균질성을 
분석하기 위한 최소 영역에 해당 하는 크기로서 시행착오적 반
복 실험을 통해 결정되었다.

2.2. 지면점 추출을 위한 영역 확장법

지면점 추출을 위해 제안된 영역 확장법의 알고리즘 순서도
는 Fig. 2와 같다. 이전 단계에서 추출된 지형 시드점 와 
이웃하는 화소 의 표고 차이가 경사도 파라미터
를 통해 계산된 임계값 이하일 경우 이웃 화소를 새로운 지면
점으로 추가한다. 이 과정을 더 이상 새로운 지면점이 추가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여 최종 지면 세그먼트(S)를 생성한다. 여기
서 , 는 행과 열 위치이고  ,  은 –1, 0, 1 중 하나로 이웃 화
소의 위치를 나타낸다. 생성된 세그먼트 영역을 마스킹 영역(M)
으로 업데이트하여 동일 세그먼트 내에서 불필요한 영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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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재차 수행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계산 효율성을 증대시키
고자 하였다. 최종 지면 세그먼트의 크기가 0.5m × 0.5m 보다 
클 경우 영역 확장법에 사용된 초기 시드점을 지면점으로 결정
하였다. 세그먼트의 크기 결정 기준은 지역적 윈도우 크기 기준
과 동일하도록 설정되었으며 표고의 균질성을 분석하기 위한 
최소 객체 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점 추출에 경사도 파라미터가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최적의 경사도를 도출하고자 경사도 값(S)을 
5°, 15°, 25°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주어진 경사도에 대
한 표고 차이의 임계값은 Eq. (5)와 같다. 여기서 GSD (Ground 
Sample Distance)는 영상의 화소 크기를 의미한다.

- 6 -

생성한다. 여기서 , 는 행과 열 위치이고 , 은 –1, 0, 1 중 하나로 이웃 화소의 위치

를 나타낸다. 생성된 세그먼트 영역을 마스킹 영역()으로 업데이트하여 동일 세그먼트 

내에서 불필요한 영역 확장법이 재차 수행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계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자 하였다. 최종 지면 세그먼트의 크기가 0.5m × 0.5m 보다 클 경우 영역 확장법에 사용된 

초기 시드점을 지면점으로 결정하였다. 세그먼트의 크기 결정 기준은 지역적 윈도우 크기 

기준과 동일하도록 설정되었으며 표고의 균질성을 분석하기 위한 최소 객체 크기에 해당한

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점 추출에 경사도 파라미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적의 경사도

를 도출하고자 경사도 값()을 5°, 15°, 25°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주어진 경

사도에 대한 표고 차이의 임계값은 Eq. (5)와 같다. 여기서 GSD (Ground Sample Distance)

는 영상의 화소 크기를 의미한다.

DEM DEM ≤ GSD×tan
×  (5)

Fig. 2. Region growing for terrain point extraction

 (5)

Fig. 2. Region growing for terrain point extraction

2.3. 지면점 정확도 평가 및 정규수치표면모델 생성

각각의 경사도 파라미터 값을 적용하여 최종 추출된 지면점
의 수, 분포, 정확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지면점이 영상 전체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
하여 영상 전체의 행 범위를 10등분하여 10개의 행 영역을 생
성하고 각 영역별 지면점의 수를 계산하였다. 이후 10개 행 구
간의 지면점 빈도수에 대한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열 방향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으로 표준편차를 계산하였으며, 행 표준
편차와 열 표준편차의 평균값을 정량적 분포 지수로 계산하였
다. 해당 분포 지수가 낮을수록 영상에 지면점이 고르게 분포
함을 의미한다.
정확도 평가는 추출된 지면점 중 100개의 지면점을 임의 

추출하고 지형에서 정확하게 추출되었는지를 판독하여 진
행되었다. 또한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SF 
(Cloth Simulation Filtering) 기법과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Zhang et al., 2016). CSF 알고리즘을 통해 추출된 지면점 중 
100개의 지면점을 임의 추출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정확도 평
가를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안기법을 통해 추출된 지면점
들로부터 수치지형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불규칙삼각망(TIN: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기반 보간법을 적용하였다. 불
규칙삼각망 기반 보간법은 영상에서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포
인트 표고 데이터로부터 지표면 전체의 표고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형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그 밀
도를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원시 표고 데이터를 보존하는 
장점이 있다. 초기 수치표면모델에서 불규칙삼각망 보간을 통
해 생성된 수치지형모델을 차분하여 최종적으로 정규수치표면
모델을 생성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실험 지역 및 데이터

경상북도 상주에 위치한 약 20,000m2 면적의 농업지역을 
실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농업지역은 시간에 따라 농작물
이 평면적, 수직적으로 성장하므로 토지 피복의 변화가 극
심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자동화된 방법을 통해 토지 피
복 변화에 적응적으로 지면점을 추출하고 수치지형모델을 
생성할 필요가 큰 실험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지상
기준높이가 모니터링의 핵심 요소이므로 제안 기법이 효율
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하다. 실험에 사용된 무인항공기 자료
는 2018년 8월 9일에 수집되었으며, Pix4D mapper 4.3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원시 영상 125장을 처리하여 정사사진과 
수치표면모델을 생성하였다(Fig. 3). 영상처리 옵션으로 영
상쌍 매칭, 기하학적 매칭, 키 포인트 추출, 내외부 표정요소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생성된 정사사진과 수치표면모델의 해
상도는 1.44cm, 크기는 9900 × 9900, 높이 정확도는 0.43m 
이다(Table 1).

Table 1. UAV data specification

Platform DJI Inspire 2

Sensor Zenmuse X4S (RGB)

Spatial resolution 1.44 cm

Number of raw images 125

Orthophoto size (pixels) 9900 × 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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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3. Study site (a) UAV orthophoto, (b) DSM

3.2 ExG 계산 및 지역적 윈도우 분석

계산된 ExG 영상을 그레이 레벨로 표현한 Fig. 4(a)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농작물이나 초지와 같은 식생 영역에서 ExG 값
이 높게 나타나며 농로, 포장도로, 나지와 같은 비식생 영역에
서의 ExG 값은 낮게 나타난다. 영상 전체의 ExG 값을 히스토
그램으로 표현한 Fig. 4(b)는 쌍봉(bimodal) 형태의 분포를 보인
다. Otsu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ExG 값이 높은 클래스와 낮
은 클래스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임계값은 0.215로 나타났다.

                                                (a) 

(b)
Fig. 4. ExG vegetation index (a) ExG image, (b) histogram 

of ExG image

ExG 값이 낮은 클래스의 0.01%를 임의 추출하여 Fig. 5(a)와 
같이 초기 지면점 후보를 추출하였다. 경사도 파라미터를 15°로 
설정한 경우 총 4,182개의 초기 지면점 후보가 추출되었으며 대
부분의 지면점 후보들이 농작물 사이 흙, 나지, 도로에서 추출
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추출된 지면점 후보들 중 일부가 농
작물 그림자로 인해 농경지 한 가운데에서 잘못 추출되었으며 
해당점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역적 윈도우 분석 기법을 적용하
였다. 그 결과, Fig. 5(b)와 같이 농경지 한 가운데에서 잘못 추출
된 초기 지면점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지면점 후보의 수가 3,895
개로 약 7% 감소하였다.

 

                    (a)                                                   (b)
Fig. 5. Terrain point candidate (a) Low ExG points, (b) 

Low ExG points after local window analysis

3.3  최종 지면점 추출 정확도 평가 및 정규수치표

면모델 생성

지면점 후보들을 시드점으로 해서 각기 다른 경사도 파라미
터를 적용하여 영역 확장법을 수행한 결과가 Fig. 6과 같다. 경
사도가 5°, 15°, 25°일 때 각각 618, 1178, 1165개의 최종 지면점이 
추출되었다. 경사도가 15°이상일 경우 추출되는 지면점의 수가 
수렴하여 추출되는 지면점의 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Fig. 6(a)와 같이 경사도가 5°일 경우 보다 엄격한 
지면 세그먼트 결정 규칙을 적용함에 따라 폭이 좁은 농로에
서 지면점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추출되는 지면점
의 수도 다른 경사도에 비해 52~53% 수준으로 적게 나타났다
(Table 2). 지면점 분포에 대한 정량적 평가에서는 경사도가 5°일 
때 영역별 지면점 빈도의 표준편차 값이 61.65로 가장 크게 나
타났으며 이는 영역별로 지면점이 고르게 추출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경사도가 15°일 때 분포지수는 53.98, 25°일 때
는 46.01이며 25°일 때의 지면점 분포가 가장 고른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추출된 경사도별 최종 지면점의 정확도 평가를 
수행한 결과 경사도가 5°일 때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
일 때 91%, 25°일 때 83%로 나타났다(Table 2). 경사도가 25°일 
때 많은 수의 지면점을 고른 분포로 추출하지만 상대적으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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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확도를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정확한 수치지형모델을 생
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지면점이 높은 정확도로 고루 분포
하도록 추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포 지수는 중
간 수준이지만 가장 많은 수의 지면점을 추출하고 91%의 높은 
정확도를 보인 15°경사도를 수치지형모델 생성을 위한 최적의 
경사도로 판단하였다.

CSF 알고리즘의 경우 19,316개의 많은 지면점을 추출하였으
나 정확도 평가 결과 51%의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는 CSF 알
고리즘이 LiDAR 데이터의 필터링을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이
며, 영상 매칭 기반으로 생성된 무인항공기 수치표면모델의 데
이터 특성이 상이하여 정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Evaluation of the extracted terrain points using 
different slope parameters

Slope 
parameter

Number of 
terrain points

Distribution 
Index Accuracy

5° 618 61.65 95%
15° 1,178 53.98 91%
25° 1,165 46.01 83%

(a)                                                 (b)

                                               (c)
Fig. 6. Terrain point extraction results using different 

slope parameters (a) 5°, (b) 15°, (c) 25°

경사도가 15°일 때의 최종 지면점 추출 결과를 이용하여 Fig. 
7(a)와 같이 수치지형모델을 생성하였으며 초기 수치표면모델

과 차분을 통해 정규수치표면모델을 생성하였다(Fig. 7(b)). Fig. 
7(a)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차분을 통해 생성된 정규수치표면
모델은 초기 수치표면모델에 비해 개별 농작물의 높이가 효과
적으로 강조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정규수치표면모델을 통해 계
산된 지상기준높이는 농작물 모니터링을 위한 핵심적 변수로 
사용 가능하다. 계산된 농작물 지상기준높이에 대한 정확도 검
증을 위하여 동일 위치의 농작물 정규수치표면모델값과 농작
물 높이 참조값을 비교하였다(Fig. 8). 농작물 높이 참조값은 초
기 무인항공기 수치표면모델에서 농작물과 인접한 지면의 높이 
차분을 통해 수작업으로 계산되었다. 총 30개의 참조값과 비교
한 결과 RMSE (Root Mean Square Error) 값은 5cm로 나타났
으며, 평균 농작물 높이가 0.76m 인 것을 고려할 때 약 6.6%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이다.

                (a)                                                           (b)
Fig. 7. Elevation data generation (a) DTM, (b) NDSM

Fig. 8. Reference points for crop height evalua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GB 무인항공기 데이터로부터 지면점을 추
출하고 이를 통해 수치지형모델과 정규수치표면모델을 생성하
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RGB 식생 지수인 ExG를 이용하여 지
면 후보점들을 초기 추출하였으며 잘못 추출된 후보점을 제거
하기 위해 지역적 윈도우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지면 후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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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영역 확장법의 시드점으로 하여 지면 세그먼트를 추출한 후 
세그먼트 크기를 분석하여 최종 지면점을 추출하였다. 이 때 5°, 
15°, 25°의 다양한 경사도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여 지면점 추출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또한 CSF 알고리즘과 비교 평가 또한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제안 기법의 정확도가 CSF 알고리즘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사도 파라미터의 경우, 경사도가 15°이상일 경
우 추출되는 지면점의 수가 수렴하여 추출되는 지면점의 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사도가 5°일 때 가
장 높은 정확도로 지면점을 추출하지만 추출되는 지면점의 수
가 다른 경사도에 비해 50% 수준으로 매우 적다는 문제점이 있
었으며, 경사도가 25°일 때는 가장 좋은 지면점 분포 지수를 보
이지만 정확도가 다른 경사도에 비해 약 10% 가량 낮다는 문제
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91%의 높은 정확도로 
가장 많은 수의 지면점을 추출한 15°경사도를 수치지형모델 생
성을 위한 최적의 경사도로 판단하여 수치지형모델과 정규수
치표면모델을 생성하였다. 그 결과 제안 기법의 정규수치표면
모델이 초기 수치표면모델에 비해 개별 농작물의 높이가 효과
적으로 강조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농작물의 지상기준 높이에 
대한 정량적인 오차 또한 5cm로 낮게 나타나 농작물 모니터링
에 제안 기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
후 연구로서 제안된 지면점 추출 기법을 수정, 보완하여 도심
지의 수치지형모델과 정규수치표면모델을 생성하는 연구를 진
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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