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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최근 임상도의 신규 속성으로 임분의 평균 수고인 임분고를 추가하기 시작하였으나 전국 940만

개의 포인트를 스테레오 항공사진에서 수동 측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울러, 항공사진에

서 수고 측정 시 임연부나 묘지 주변의 수고를 측정하기 쉬워 임분 대표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스테레오 항공사진에서 추출한 영상 기반 3차원 점군과 FUSION 

S/W를 활용한 임분고 추정 방법을 제안하고 임분고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스

테레오 항공사진에서 수치표면모델 3차원 점군을 추출한 후 지면점 필터링을 거쳐 수치지면모델을 

추출하고 이 두 모델을 차분하여 정규수치표면모델을 제작하였다. 정규수치표면모델에서 표본점별 

개체목 수관을 육안판독한 후 수관별 최고점을 추출하여 정규수치표면모델 수고를 산출하였다. 표

본점에서의 실측 수고와 정규수치표면모델 수고의 RMSE를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점 평균 수고의 

RMSE는 0.96m로 나타났다. 대상지 전체의 개체목 수고를 추출하기 위해 FUSION S/W를 이용하

여 항공사진의 정규수치표면모델에서 개체목 수고를 자동 추출하고 이를 임상도의 임분 폴리곤 단

위로 평균하여 최종 임분고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임분고를 보다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

을 구현하기 위해 임분고 분석 프로세스를 ArcGIS add-in 모듈 형태로 자동화하였다.

주요어 : 임분고, 영상기반 3차원 점군, 퓨젼 소프트웨어, 스테레오 항공사진

ABSTRACT

Recently mean stand height has been added as new attribute to forest type maps, 

but it is often too costly and time consuming to manually measure 9,100,000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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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ountrywide stereo aerial photos. In addition, tree heights are frequently 

measured around tombs and forest edges, which are poor representations of the 

interior tree stand. This work proposes an estimation of mean stand height using an 

image-based point cloud, which was extracted from stereo aerial photo with 

FUSION S/W. Then, a digital terrain model was created by filtering the DSM point 

cloud and subtracting the DTM from DSM, resulting in nDSM, which represents 

object heights (buildings, trees, etc.). The RMSE was calculated to compare 

differences in tree heights between those observed and extracted from the nDSM. 

The resulting RMSE of average total plot height was 0.96 m. Individual tree heights 

of the whole study site area were extracted using the USDA Forest Service’s 

FUSION S/W. Finally, mean stand height was produced by averaging individual tree 

heights in a stand polygon of the forest type map. In order to automate the mean 

stand height extraction using photogrammetric methods, a module was developed as 

an ArcGIS add-in toolbox.

KEYWORDS : Mean Stand Height, Image-Based Point Cloud, FUSION S/W, Stereo Aerial Photo

서  론

임상도는 항공사진 및 위성영상 등의 원격탐

사 자료를 판독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토지이

용, 임종, 임상, 수종, 경급, 영급 및 소밀도 등

을 표시한 대표적인 산림 주제도이다.

최근에는 임상도 대축척화 사업(2009~ 2012)

을 통해 기존의 1:25,000 보다 정밀한 1:5,000 

축척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축척의 변화와 

달리 속성 종류는 1972년 최초의 임상도가 제

작된 이후 변화가 없어 수고, 임목축적 및 환경

인자 등의 해외 임상도 속성과 비교할 때 좀 더 

다양한 속성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수고는 임

분의 입지 특성(site quality)을 나타내며 임목

축적, 바이오매스 및 탄소저장량 등의 추정 시 

기초 정보로 활용되는 중요한 산림 속성으로 임

업 현장에서 요구도가 매우 높다. 

수고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현장

조사와 원격탐사 등이 있다. 현장조사의 경우, 

정확도는 높지만 조사 비용 및 시간 소모가 크

므로 대면적의 산림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

움이 따른다(St-Onge and Achaichia, 2001). 

대면적의 수고를 측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격

탐사를 고려할 수 있는데 항공 LiDAR와 항공

사진이 대표적인 자료원이다. 

항공 LiDAR는 정확한 3차원 산림정보를 제

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종, 산림건강성과 

같은 정성적인 산림정보 추출이 어려우며 촬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대면적에 적용하기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 항공 LiDAR에서 추출한 3차

원 산림 정보로부터 수고, 흉고단면적 및 재적 

뿐 만 아니라(White et al., 2013) 지상부 바

이오매스를 추정하고(Englhart et al., 2013; 

Ferdinent and Padmanaban, 2013; Ioki et 

al., 2014) 지상부 탄소저장량과 같은 정량적 

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Asner et al., 2010; 

Asner et al., 2012; Ota et al., 2015). 반면, 

항공 LiDAR는 정성적인 산림정보 추출이 어렵

고 무엇보다 촬영 비용이 높아 대면적에 적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White et al., 2013). 

Pflugmacher et al.(2014)은 항공 LiDAR를 

이용하여 열대 우림의 탄소저쟝량을 정확하게 

추정하는데 성공하였지만 높은 촬영비용으로 

대면적 산림 모니터링에 확대 적용하기에 한계

가 있음을 밝혔다.

항공사진의 경우, 항공 LiDAR에 비해 수직 

정보의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항공 Li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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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얻기 힘든 수종, 산림건강성 등 정성적인 

산림정보를 함께 추출할 수 있고(St-Onge et 

al., 2015) 항공 LiDAR에 비해 촬영 비용이 

1/2~1/3로 저렴하면서 재적, 바이오매스와 같

은 산림 중요 변수에 대해 항공 LiDAR와 유사

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특히 오랫동안 

산림 분야에서 활용해오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

에 산림분야 연구자 및 산림관리자들에게 친숙

하다는 장점이 있다(Stepper et al., 2015b). 

항공사진을 이용한 수고 측정은 수동 방식의 

입체항공사진측량과 자동 방식의 영상기반 3D 

점군(image-based point cloud) 등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입체 항공사진측량은 산림분야에

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지만 숙련된 노동력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작업자의 주관적 판독에 

따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Meyer et al., 

1996; Anttila, 2005; Morgan et al., 2010)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영상 품질, 알고리즘 및 컴퓨팅 파워의 

발전으로 고해상도 항공사진으로부터 대면적의 

높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상 기반 점군의 

활용 연구가 증가되고 있다(Ke and Quackenbush,

2011; Jämstedt et al., 2012; Straub et al., 

2013; White et al., 2013; Stepper et al., 

2015a). 점군은 3차원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

들로 불규칙하게 구성된 자료를 뜻하는데(NGI, 

2012), 영상기반 3차원 점군은 스테레오 항공

사진 또는 스테레오 위성영상에 대해 이미지 

매칭(imgae matching) 기법을 적용하여 항공 

LiDAR에서 추출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수치표

면모델(DSM, Digital Surface Model)을 추출

할 수 있다(Wang and Boesch, 2007; Waser 

et al., 2008a; Waser et al., 2008b; Debella 

-Gilo et al., 2013; Ota et al., 2015). 항공사

진에서 추출한 DSM은 이전의 전통적인 수동 

입체판독보다 훨씬 정교하고 정확한 결과를 제

공하며(White et al., 2013) 수고, 간재적, 흉

고단면적 및 임목축적 등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므로(Bohlin et al., 2012; 

Jämstedt et al., 2012; Balenović et al., 2015)

산림조사에 매우 유용하다(Rahlf et al., 2014).

영상 기반 점군은 항공 LiDAR 보다 수관정보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임목재적 예측 정확도는 거의 

유사하게 제공한다(Bohlin et al., 2012; Pitt et al., 

2014; Rahlf et al., 2014; Rahlf et al., 2015).

최근 캐나다, 스위스, 북유럽 등에서는 이러

한 영상 기반 3차원 점군의 활용에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다(White et al., 2013). 스위스

의 경우, 고해상도 항공사진 기반 3차원 점군으

로부터 추출한 DSM을 이용하여 스위스의 국가

산림자원조사에서 사용하는 산림의 정의를 충

족하는 상세한 수준의 임상도를 제작하고 이러

한 과정을 자동화하였다(Waser et al., 2015). 

St-Onge et al.(2015)은 영상기반 3차원 점

군을 이용하여 온대림의 수직 구조와 종조성을 

분석한 바 있으며, Ota et al.(2015)는 항공사

진으로부터 CHM(Canopy Height Model) 3차

원 점군을 추출하고 수고와 수관밀도를 분석하

여 지상부바이오매스를 추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디지털 입

체항공사진을 이용하여 한 임분 당 3본의 우세

목 수고를 수동측정하고 이를 평균한 값을 2m 

괄약으로 표시한 임분고(mean stand height)

를 임상도의 신규 속성으로 제공하고 있다

(Forest service, 2015). 하지만 현재의 방법

은 항공사진에서 수고점(top)과 지면(bottom)

이 잘 보이는 임도 주변이나 묘지, 임연부 주변 

등에서 수고를 측정하기 쉬워 임분의 대표성을 

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전국 약 16,270매 

임상도의 모든 임분 폴리곤별로 3개 지점을 찍

을 경우 전국 약 940만개의 수고점을 수동으로 

독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상도 제작 시 활용

되는 스테레오 항공사진에서 추출한 영상 기반 

3D 점군과 미국 산림청에서 산림부문의 LiDAR 

데이터 활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한 프로

그램인 FUSION S/W를 이용하여 임분고를 추

출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임분고

를 자동 분석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여 임상

도 제작 시 임분고를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

인 방법으로 취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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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jor species Area(ha) Ratio(%) Average height(m) Crown density(%)

Artificial forest Pinus koraiensis Larix leptolepis etc.
1,385
1,342
474

43
42
15

15 50~70

Natural forest Pinus densiflora broad leaves
1,728
2,024

46
54

13 50~70

TABLE 1. Forest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area

FIGURE 1. The location of study area(left) and sample plots(N=32, right) 

연구 지역 및 자료

1. 연구 지역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강원도 홍천군 매화산 

경영모델림 일대 25㎢이다(그림 1). 

매화산 경영모델림은 홍천군 홍천읍 외 3개 

면에 걸쳐있는 6,953ha의 모델림으로, 북부지

방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국유경영

모델림이다. 주요 수종은 인공림의 경우 잣나

무, 낙엽송이며 천연림의 경우, 소나무 및 활엽

수림이 우점하고 있다(표 1).

2. 디지털 항공사진 및 임상도 

2013년 9월에 DMC 01–125 디지털 항공카

메라로 촬영고도 2,350m, 촬영 횡중복도 50% 

이상을 유지하며 GSD 25cm로 항공사진을 촬

영하였다(표 2, 그림 2).

1:5,000 임상도는 디지털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 임상조사 및 표준지 조사를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 임종, 임상, 수종, 영급, 경급 및 

수관밀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임상도의 

속성은 임분 상층을 형성하고 있는 주림목의 

수관점유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관밀도의 

경우,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50% 이하인 임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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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st (2014.4.29.~5.1) 2nd (2014.5.19.~5.23)

Number of plots 32

Type of  sample   plot Circular(radius=11.3m)

Inventory Location of individual tree(distance, azimuth)   species, DBH, height

TABLE 4. Details of field survey 

Type Species
DBH class

Total
6~18cm 18~30cm 30cm~

Artificial 
forest

Pinus koraiensis 3 4 3 10

Larix leptolepis 3 3 2 8

Natural 
forest

Pinus densiflora 3 3 3 9

Quercus spp. 2 3 6

Total 32

TABLE 3. Summary of stratified sampling(number of plots=32)

Acquisition date Area(㎢) Bands Across-track overlap Along-track overlap GSD(cm) 

2013.9.30 25 RGB 50% 60% 25

TABLE 2. Details of the digital aerial data used in this study

FIGURE 2. The flight plan overview

‘소’, 51%~70%인 임분은‘중’, 71% 이상인 

임분은‘밀’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3. 현지조사 자료

영상 기반 3차원 점군으로부터 추정된 수고

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위해 2014년 4월 및 5

월 등 총 2회에 걸쳐 현지 실측 자료를 수집하

였다. 매화산 경영모델림의 주요 수종인 잣나

무, 낙엽송, 소나무 및 참나무류 등의 4개 수종

을 3개 경급별로 층화하여 총 32개소의 표본점

을 배치하였다(표 3, 그림 1(우)). 

각 표본점은 반경 11.3m의 원형으로 구성되

었으며 표본점 반경 내에 위치한 모든 개체목

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해 중심점으로부터의 거

리와 각도를 측정하였으며, 수종, 흉고직경 및 

수고 등의 조사 항목을 전수 조사하였다(표 4). 

개체목 위치는 DGPS로 측정한 표본점의 중심 

좌표에서 방위각과 거리를 이용하여 좌표를 획

득하였으며, 수고는 Haglof Vertex와 TruPulse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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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ield survey process

연구방법

디지털 스테레오 항공사진에서 임분고를 자

동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5단계의 과정을 거쳤다(그림 4).  

1단계에서는 표정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친 스

테레오 항공사진을 이미지 매칭하여 DSM을 추

출하고 3차원 수직정보를 포함하는 3차원 점군

으로 변환한 후 필터링을 거쳐 수치지면모델

(DTM, Dital Terrain Model)을 산출하였다. 

두 모델을 차분하여 정규수치표면모델(nDSM, 

normalized Digital Surface Model)을 구하여 

개체목 수고를 포함한 지형지물의 높이 정보를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항공사진 nDSM에서 개체목별

로 수고를 추출한 후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통해 취득한 표본점의 모든 개체목 

수고를 표본점별로 평균한 표본점 평균 수고

(Hf)와 nDSM 기반 개체목 수고를 표본점별로 

평균한 표본점 평균 수고(Hn)의 RMSE를 분석

하였다. 여기서, Hn는 표본점 내 개체목 수관을 

육안 판독하여 생성된 원형의 수관 객체의 최

고점을 추출하여 구하였다.

3단계에서는 개체목 수고의 추출 범위를 표본

점에서 매화산 경영모델림 촬영지역 전체로 확장

하기 위해, FUSION 프로그램의 CanopyModel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nDSM에서 수관을 자동 

분할하고, CanopyMaxima 알고리즘을 이용하

여 수관 내 최고점을 탐색하여 촬영지역 전체

의 개체목 수고를 산출하였다.

4단계에서는 임상도에 임분고를 연결하기 위

해 임상도의 임분 폴리곤별로 nDSM의 개체목 

수고를 평균하여 최종적으로 임분의 평균수고

인 임분고를 산출하였다. 

임분고 모듈 개발 단계인 5단계에서는, 전체 

임분고 분석 프로세스 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영상 기반 3차원 점군과 FUSION S/W 기반의 임분고 분석 모듈 개발 / 김경민 175

FIGURE 4. Work flow in this study

거쳐야 하는 수고 추출 3단계 및 임상도 임분

고 정보 구축단계인 4단계를 범용 GIS S/W인 

ArcGIS 상에서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add-in 모듈을 개발하여 임분고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였다.

1. 영상 기반 3차원 점군을 활용한 nDSM 제작

입체항공사진의 DSM을 활용하여 임분고를 

추정할 때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DSM 3

차원 점군의 적정 점밀도에 대한 Mun et 

al.(2014)의 선행실험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서는 3차원 점군의 점밀도를 16pt/㎡로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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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SM(left), DTM(center) and nDSM(right)

였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규정한 항공 

LiDAR 기반의 DEM(1m×1m) 제작에 필요한 

최소 점밀도 기준인 2.5 point/㎡를 만족한다

(NGI, 2012).

DSM은 지면 및 인공지물, 식생과 같은 지표

피복물의 높이를 모두 포함한 반면, DTM은 

DSM에서 지면의 높이와 다른 지표피복물에 해

당하는 자료를 제거한 모델이다.  nDSM은 DSM

에서 DTM을 차분한 모델로 각 격자값은 개체목, 

건물 등 feature의 높이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진 촬영 성과품으로 제

공받은 원시 DSM을 정제하여 사용하였다. 이 

원시 DSM은 스테레오 영상을 이미지 매칭하여 

제작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시 DSM을 

Global Mapper V10.0을 이용하여 las 포맷의 

포인트로 변환하여 영상기반 3차원 점군을 생

성하고 MicroStation Terra를 이용하여 노이

즈를 제거하여 정제된 DSM을 취득하였다. 

이 정제된 DSM에서 지면점을 분류하여

DTM을 추출하였다. DSM과 DTM은 Global 

Mapper에서 래스터 형태의 img 포맷으로 변

환하였다. 마지막으로, ERDAS IMAGINE V. 

14.0을 이용하여 DSM 및 DTM의 차분 연산

을 수행하고, 수고 및 건물 높이 등의 지형지

물 높이 정보를 포함하는 nDSM을 생성하였

다(그림 5).

2. nDSM 기반 표본점 임분고 및 RMSE 분석

현장에서 취득한 개체목의 위치 데이터를 항

공사진에 중첩하고 개체목별 수관 경계를 육안 

판독하여 수관 경계를 인식할 수 있는 원형 객

체를 제작하였다. 이 수관경계 객체와 nDSM을 

중첩하여 수관경계 내 최고점을 해당 개체목의 

수고로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다음 식 (1)과 같

이 현지 실측 수고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표본

점별 평균 수고의 RMSE를 구하였다. 

RMSE





 






              (1)

여기서, n은 표본점별 개체목 개수, Hf는 실

측 수고, Hn는 nDSM기반 수고를 뜻한다.

3. FUSION S/W 기반의 대상지역 전체 개체목 

수고 추출

개체목 수고의 추출 범위를 표본점에서 매화

산 경영모델림 촬영지역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 

FUSION S/W를 활용하였다. FUSION 소프트웨어

는  미국 산림청(The Forest Service of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의 원격탐사응용

센터(Remote Sensing Application Center)에서 

개발한 산림부문 LiDAR 분석 및 시각화 프로

그램이다(Mcgaughey, 2015; Park et al., 2016). 

미국 산림청 식생모니터링 및 원격탐사팀이 위

치한 워싱턴 대학 홈페이지(http://forsys.cfr. 

washington.edu/fusion/fusionlatest.html)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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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S/W

Generation of DSM ERDAS Imagine & LPS

Point cloud conversion Global Mapper

Point cloud classification and generation of DTM Microstation Terra

Generation of nDSM ERDAS Imagine

Extraction of individual tree height FUSION

Analysis of mean stand height ArcGIS

TABLE 5. S/W in each process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범용 GIS 소프트웨

어인 ArcGIS와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어 

LiDAR 분석 결과를 ArcGIS에서 활용하기 용

이하다. LiDAR 자료와 FUSION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개체목의 위치, 수고, 바이오매스 측

정, 산림탄소조사, 연료량 추정 및 산림조사 등

에 활용된 바가 있으며(Erdody and Moskal, 

2010; Edson and Wing, 2011; Bright et al., 

2012, Stephens et al., 2012) 국내에서는 

Park et al.(2016)이 LiDAR DEM의 정확도를 

분석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FUSION Ver 3.42의 Canopy

Maxima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수관별 높이 정보

를 가지고 있는 nDSM으로부터 수관표면모델을 

만들고 수관별 최고점(top height point)의 좌

표와 수고값을 추출하였다. FUSION은 입력자료

인 nDSM에 대해“DTM”이라는 고유포맷을 

활용하므로 img 포맷의 nDSM파일을 ASCII로 

변환하고 FUSION에서 ASCII2DTM 알고리즘

을 이용하여 DTM 포맷으로의 nDSM의 파일 

변환 과정을 거쳤다. CanopyMaxima 알고리즘

의 수행 결과인 개체목별 수고 파일은 csv 포

맷으로 저장되므로 이를 ArcGIS에서 point 형

태의 shp 포맷으로 변환하였다.

4. 임상도 임분고 연결 

임상도의 신규 속성으로 임분고를 추가하기 

위해 ArcGIS에서 임상도의 임분 폴리곤별로 

nDSM에서 추출된 수고값을 평균하여 평균 임

분고를 추가하고 임분고를 등급화하여 임분고 

등급정보를 추가한다. 즉, nDSM 기반 개체목 

수고 포인트 파일을 임상도의 임분 폴리곤에 

조인하며 이때 point to polygon의 옵션으로 

포인트의 평균 요약값을 폴리곤에 조인하는 방

식을 선택하였다. 이후 임상도에 임분고 필드를 

추가하고 Field Calculater로 임분고 필드에 

nDSM 기반 임분고를 할당하여 임상도에 임분

고를 추가하는 과정을 완료하였다.

5. 임분고 자동분석모듈 개발

스테레오 항공사진에서 nDSM을 추출하고 

임분고를 추정하는 전 과정이 수행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능을 보유한 단일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Erdas, Microstation Terra, FUSION, 

Global mapper 및 ArcGIS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을 번갈아 가며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

재하므로 향후 임상도 사업 적용 시 작업자 불

편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표 5). 

따라서 임상도 제작 시 임분고 속성 추가를 효

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스테레오 항공사진

에서 추출된 nDSM에서 임분고를 추정하여 임

상도 속성 정보로 자동 입력할 수 있는 단일 

모듈 개발을 추진하였다.

nDSM기반 수고 추출 시 사용한 FUSION 

S/W의 경우 사용자가 command 창에서 직접 

프로그램과 환경변수를 입력해야 하며, 추출된 

수고점을 다시 ArcGIS 상에서 point 기반 

Feature 데이터로 변환하고 사용자가 직접 임

분고 필드 추가와 평균값을 계산하는 스크립트

식을 입력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별도로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고 ArcGIS에서 FUSION 프로그램

을 내부 호출하여 nDSM에서 개체목 수고점 포

인트 파일을 자동 생성하는 수고 추출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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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rofile of image-based point 

cloud in plot 17

기능과 추출된 수고를 임분 단위로 평균한 임

분고를 추가하고, 라벨링 및 임분고의 등급을 

분류하는 임분고 분석 자동화 기능 등을 포함

하는 add-in 모듈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스테레오 항공사진을 이미지 매칭하여 DSM

을 추출하고, 이를 3차원 점군으로 변환한 결과

는 그림 6과 같다. 16 points/m2
의 높은 점밀

도로 세밀하게 추출한 결과, 수관의 구조가 개

체목별로 잘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잣나무 임분인 plot 17의 경우, 약간 경사

진 지면에서 6개의 대경목이 현지에서 조사되

었는데(그림 6. 위), 3차원 점군에서 이러한 개

체목별 수관과 경사진 지면이 잘 관찰되었다

(그림 6, 아래).

이 DSM 3차원 점군에서 지면점을 재분류하

여 DTM을 추출하고 두 모델을 래스터로 변환

한 후 차분 연산을 수행하여 nDSM을 제작하였

다(그림 7). 

nDSM 기반 수고를 평가하기 위한 현지조사 

결과는 표 6과 같이 요약하였다. 이상치 7개소

를 기각한 총 25개소의 표본점 중 잣나무 표본

점 8개, 소나무 표본점 5개, 낙엽송 표본점 7개 

및 참나무류 표본점은 5개소이며 각 수종별 수

고범위를 살펴볼 때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참

나무류 순으로 수고가 높았다.

전체 표본점에서 조사한 개체목의 수관 경계 

feature를 생성하기 위해 현지 조사한 개체목 

위치 좌표를 참조하고(노랑색 점) 반경 11.3m

의 표본점(빨강색 원)내에 포함된 개체목을 항

공사진에서 육안 판독하여 수관 경계(노랑색 

원)를 분할하였다(그림 6, 위). ArcGIS를 이용

하여 이 수관경계 내 최고점을 nDSM으로부터 

추출하여 최종적인 개체목 수고를 획득하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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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Number. of plots Height(m)

Pinus koraiensis 8 11.5~23.2

Larix leptolepis 7 14.2~24.5

Pinus densiflora 5 10.0~17.8

Quercus spp. 5 11.0~17.2

TABLE 6. Summary of field measurements

FIGURE 7. nDSM extraction from differencing between DSM and DTM of stereo aerial photos 

본점 단위의 평균 임분고를 산출하였다.

표본점별 nDSM 수고와 실측 수고와의 차이

에 대한 RSME 분석 결과, RMSE 범위는 

0.63m~2.65m 이며 전체 표본점별 수고 평균

에 대한 RMSE는 0.96m로 분석되었다(그림 

8). 현재 임상도의 임분고가 2m 괄약으로 입력

됨을 고려할 때  한 임분당 3지점의 개체목 수

고를 측정하는 기존의 임상도 임분고 수동 측

정공정을 임분고 자동모듈 활용으로 대체 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USION S/W를 이용

하여 매화산 경영모델림 전체 개체목 수고를 

자동 추출하였으며 이를 임상도 임분 단위로 

평균하여 임상도에 추가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자동화한 임분고 분석 모듈을 

구동하기 위한 필수 프로그램은 3가지로, FUSION

S/W, ArcMap, 임분고 추출도구 툴박스 모듈 등이

다. 임분고 분석 모듈은 범용 GIS S/W인 ArcGIS

의 툴박스 형태로 개발되어 ArcGIS의 Add toolbox 

다이얼로그창에서 바로 add-in이 가능하다. 

임분고 분석 모듈은 크게 두 가지의 기능으

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9). 첫 번째 기능은 수

고 추출 기능으로 기존에는 nDSM에서 개체목

별로 수고를 추출할 때 FU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이때 MS-DOS 환경의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또한, FUSION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파일 포맷으로 nDSM

자료를 변환해야 하는데, ASCII 타입의 nDSM 

파일을 입력하여 canopy surface model(*.d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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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mparison of observed vs. nDSM based stand height

FIGURE 9. Mean tree height process by stand

로 변환하고 CanopyMaxima 명령어를 이용하

여 개체목별 수고점 위치좌표와 수고값을 지닌 

수고파일(*.csv)을 생성한 후 최종적으로 text 

파일 형태의 수고파일을 포인트 파일로 변환하

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

는 전술한 수고 추출의 복잡한 과정을 수고추

출도구로 자동화하여 사용자가 별도로 명령어

를 입력하지 않고 ArcGIS에서 FUSION 프로

그램을 내부 호출하여 nDSM에서 개체목 수고

점 포인트 파일을 자동 생성할 수 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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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기능은 임분 구획별 임분고 분석 기능으로 

기존에는 Spatial Join을 이용하여 임상도와 수

고점 shp 파일을 point to polygon 방식으로 

조인한 후 임상도의 임분 폴리곤에 떨어지는 

수고점의 수고값을 평균하여 임분고를 계산한

다. 임상도에 임분고가 추가되면 임분고 필드를 

토대로 임분고 라벨링과 임분고 등급을 분류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수고 추출의 복잡

한 과정을 임분고 추출도구로 자동화하여 임상

도 속성정보 테이블에 FUSION에서 추출한 수

고 데이터 및 이를 임분 단위로 평균한 임분고

를 추가하고, 라벨링 및 임분고 등급 분류 등 

일련의 과정을 자동 수행할 수 있는 제작 환경

을 구현하였다.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홍천군 매화산 경영모

델림을 대상으로 고해상도 스테레오 항공사진

(25cm GSD)을 이미지 매칭하고 영상기반 3차

원 점군을 생성하여 항공 LiDAR가 제공하는 

수직 정보와 유사한 nDSM을 추출하였다. 이 

nDSM으로부터 미국 산림청이 제공하는 FU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체목 수고를 추출하고 

임상도의 임분 폴리곤별로 개체목 수고를 평균

하여 임분고를 산출하였다. 총 25개 표본점에

서 측정한 577개 개체목의 수고값을 토대로 표

본점 평균 수고의 RMSE를 분석한 결과, nDSM

기반 평균 수고의 RMSE는 0.96m로 1m 이하

의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면적 임상

도의 신규 속성으로 임분고를 추가할 때 본 연

구에서 제안한 영상기반 3차원 점군 기법을 이

용한다면, 현재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수고 독취보다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임분고를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스테레오 항공

사진 기반의 nDSM과 임상도를 이용하여 임분고

를 추출하는 일련의 복잡한 프로세스를 ArcGIS

add-in 모듈 형태로 자동화하여 임분고를 보다 

손쉽게 취득하고 임상도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제작 환경을 구현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영상기반 3차원 

점군 기법을 항공사진과 유사한 고해상도의 

GeoEye나 WorldView와 같은 스테레오 위성

영상에 적용할 경우, 항공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남북접경지역의 수고 정보, 더 나아가서는 북한 

지역 산림의 수고 정보도 해석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임분고 분석 

프로세스(특허등록번호 제10-1595406호. 2016. 

02.12.)와 분석 모듈(프로그램 등록번호 제

C-2016-009309호. 2016.04.19.)은 올해 6

월 북한산림지역 해석을 위해 국방부에 기술이

전 되었다. 

그러나 미국 산림청이 제공하는 FUSION 

S/W를 이용하여 nDSM에서 개체목 수고점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림의 수종 특성

에 더욱 부합하는 수고점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FUSION 알고리즘을 보다 면밀하게 해석하여 

국내 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공사진 영상기반 

3차원 점군은 밀도가 높은 임분의 경우 지표면

의 높이값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서는 DTM의 정확도가 높아야 하는데, 항공 

LiDAR DTM이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Ota et al., 2015). 현재,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및 스웨덴 등 많은 유럽 국가에

서는 국가 규모의 항공 LiDAR DTM을 제공하

고 있다(White et al., 2013). 향후 우리나라 

전 지역의 LiDAR DTM이 구축될 경우, 항공사

진 기반 DSM과 함께 융합한다면 시계열적인 

DSM을 손쉽게 구하고 정확한 DTM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산림의 3차원 정보 

추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970년대부터 약 40년 동

안 국토 전 지역을 주기적으로 촬영한 항공사

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DB로 구축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임분고 분석 프로

세스와 분석 모듈은 UN이 인정한 녹화성공국

인 우리나라 산림의 40년 동안의 정량적인 변

화를 보다 손쉽게 해석하는데 응용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 산림 지역에 적용한다면, 아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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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되지 않고 남아 있는 우수한 산림지역을 탐

색하고 산림자원량 해석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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