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레오 영상분석에 기반한 DSM 과대오차영역의 자동검출기법연구

정재훈·김태정†

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과

A Study onAutomatic Detection of the Gross Errors on DSMUsing Stereo ImageAnalysis

Jaehoon Jeong and Taejung Kim†

Department of Geoinformatic Engineering, Inha University

Abstract : In this paper, a method of using high resolution stereo images is proposed to efficiently
detect DSM errors. Automatically generated DSMs from stereo matching can be a useful solution to
acquire DSM data in various aspects but they may include many gross errors coming from automatic
processing. Therefore, a method to detect the gross errors on DSM is required for efficient DSM update.
In this paper, stereo analysis using high resolution stereo images was investigated to represent reliability
of DSM grids. The analysis enabled automatic detection of the gross errors which greatly influenced DSM
quality. We used the reference DSM to assess reliability of our proposed method. We confirmed from
experimental results that our method can be a valuable DSM errors analysis for efficient DSM correction.
Our method is useful to analyze and improve DSM accuracy for various types of DSM and DEM. It is
expected that our approach can be exploited for achievement of reliable DSM and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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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스테레오 영상분석에 기반하여 DSM에 존재하는 오차들을 효율적으로 검

출하는 기법을 제시한다. 스테레오 영상정합을 통한 DSM 자동생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DSM 확보를 위

한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자동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대오차들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

한 효율적 검출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스테레오 영상을 활용한 상관계수 분석 기법을 적

용하여 DSM의 모든 격자의 신뢰도를 나타낸다. 제안 기법을 적용하면, DSM 정확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

어 우선적으로 보정이 요구되는 과대오차 지역을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참값 DSM을 활용

하여 제안기법의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실험결과로부터 제안기법이 효율적인 DSM 보정을 위한 유용한

DSM 오차분석 기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기법은 다양한 DSM 및 DEM 자료의 오차분석에

활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신뢰성 있는 DSM 및 DEM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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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Digital Surface Model(DSM)은일정격자간격에지형,

지물의 고도 값을 수치로 저장하여 지형의 형상을 나타

낸 자료로써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최근

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3차원 공간정보구축에 대한 계획

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신뢰성 있는 DSM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민간에서 제

공되는 DSM 자료는 현업에서 요구하는 정확도를 만족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에 구축된 저해상도

DEM 자료는 낮은 해상도, 부 정확성, 지형의 변화 등으

로 인해 갱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지측량이

나 항공 LiDAR를 이용한 DSM 취득은 많은 비용과 시

간을 필요로 한다. 그에 반해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

한 자동 DSM 생성은 시간, 비용, 주기적인 업데이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정밀 DSM을

주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써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또한 자동 영상 정합과정에서 오정합, 미정합 등으로 인

한 과대오차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오류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도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해결

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동 생성된DSM에 존재하는

과대오차를 자동 검출하여 DSM 보정에 효과적으로 활

용될 수 있는 신뢰성 있는DSM 오차검출기법을 제안하

고자 한다. 먼저 자동 생성된 DSM의 오차분석에 관련

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육안으로 판단하는 방식 외에

는 정합 성공점의 개수를 이용하여 판단하는 방식

(Radhika et al., 2007)이 소개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연

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확도 분석 방법은 RMSE,

표준편차, 오차의 평균, 최대값, 최소값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었다(Rhee et al., 2009; Rhee et al., 2011;

Reinartz et al, 2006; Toutin, 2006). 정확도를 산출하기 위

한 기준 높이 값으로 해당 지역의 측량 기준점을 사용하

거나 기준점 확보가 어려울 경우 기준 DEM을 사용하

기도 한다. 기준 DEM으로는 SRTM으로부터 추출한

DEM, 수치지도로부터 추출한 DEM, 최근에는 정확도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LiDAR DSM이 많이 활

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확도 분석은 생성한

DSM의 정확도 평가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생성된 DSM 결과물의 질적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정

량적 평가 척도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따라

서 샘플 조사 또는 전수 조사를 통해 RMSE, MAE 등을

이용하여 전체DSM 격자가 가진 오차의 통계적 수치를

제공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DSM 오차분석은전체DSM의정량적인오차분석이아

닌 개별 DSM 격자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보

정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대오차를 자동 검출하여

효율적인DSM 보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제공될 수 있

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큰 차별성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하게 DEM의 보정을

고려하여 개별 격자의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연구사례

도 있다. Lee and Oh(2004)는 기준DEM과 대상DEM간

의 유사도 값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두 DEM간의 유사도 값을 이용하여 정합 대상 격자를

구하고 각 기준 격자에 대한 정합 대상 격자가 구해지

면, 수평 및 수직 오차를 계산한다. 유사도 값이 낮고,

높이 차가 큰 경우 오류 격자로 판단하고 이러한 격자들

이 영역을 이룰 경우 편집 대상 지역인 오류 지역으로 판

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의 경우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서는 신뢰할만한 기준 DEM이 요구되며 또한 사용되는

기준 DEM의 정확도에 따라 분석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법은

DEM 오차분석을 위해 별도의 참값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 생성된 DSM에 존재하는 오차

를 효율적으로 검출하기 위해 고해상도 스테레오 영

상을 활용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자동 생성된 DSM이

많은 오차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

진 사실이나 실제로 이러한 오차의 수정이 필요한 경

우 어느 지역부터 얼만큼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

단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해당DSM 지역의 스테레오 영상을 통해DSM 모든 격

자의 신뢰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고, 보정이 우선시 되

는 DSM 과대오차영역을 자동으로 판별하여 DSM의

효율적 보정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루

어질 것이며 이 후 제안하는 DSM 오차검출기법 및 분

석 결과, 제안기법의 효용성 검증에 대한 내용이 차례

로 기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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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자료

본 연구에서는 제안하는DSM 오차검출 기법을 적용

하기 위해 대전 지역 IKONOS 스테레오 영상과 해당 영

상으로부터 자동 생성된 DSM을 사용하였다. 아래 Fig.

1과 Table 1 에 실험에 사용한 영상과 속성을 나타내었

으며 Fig. 2에 자동 생성된 DSM을 나타내었다. DSM의

경우 6 m의 격자간격으로 생성되었으며 자동정합 알고

리즘으로는 3D Correlation Matching을적용하였다(Rhee

and Kim, 201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안방법의 신뢰성

을 검증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참값 자료로서 1:5,000 수

치지도로부터 추출한 10 m DEM을 활용하였으며 Fig. 3

에 나타내었다.

3. 제안기법을 적용한 DSM 과대오차 자동
검출

1) 제안기법 적용과정

이번 절에는 제안하는DSM 오차검출기법에 대해 설

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DSM 개별 격자의 신뢰도를 확

인하기 위해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한 상관계수 분석 기

법을 적용하였다. Fig. 4에 제안 기법의 적용 과정을 나

타내었다. 먼저 DSM 격자로부터 X, Y 좌표 및 높이 값

을 추출한다. 영상의 센서모델이 수립되면 해당 영역내

의 지상좌표와 영상좌표간의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출한DSM의X, Y 좌표 및 높이 값을 스테레오를 이루

는 두 영상 내의 영상좌표로 각각 변환한다. 이 때 DSM

격자의 높이 값이 참값이라면 이론적으로 스테레오 영

상 위에 변환된 두 영상 점은 동일한 지점을 가리키는

Tie-point가 될 것이고 높이 값에 오차가 존재하면 서로

다른 지점을 가리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자동으

로 검사하기 위해 두 영상 점을 중심으로 패치를 추출하

여 Zero-mean Normalized Cross Correlation(ZNCC)를 적

용하여 패치간 상관도를 계산하였다. 두 영상 점이 동일

한 지점인 경우 높은 상관도를, 동일한 지점이 아닌 경

우 낮은 상관도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DSM의 모든 격자에 대해 수행함으로써 자동으로 모든

DSM 격자의 상관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상관계수는

곧 DSM 격자가 갖는 높이 값의 신뢰도를 설명할 수 있

으며 이를 통해DSM 오차 격자를 선별하고 우선적으로

A Study on Automatic Detection of the Gross Errors on DSM Using Stereo Image Analysis

–489–

Fig. 2. Automatically generated DSM from IKONOS stereo
images.

Fig. 3. Reference DEM derived from digital map on a scale of
1:5,000.

Table 1. Properties of IKONOS stereo images used
Sensor IKONOS

Acquisition Date 7 Feb 2002
Resolution 1m

The size of area 11km×11km

Fig. 1. IKONOS stereo images.



보정이 요구되는 오차밀집지역(과대오차영역) 등을 효

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제안기법 적용결과 및 분석

실제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IKONOS 스테레오

위성영상으로 자동 생성된 DSM의 오차 검출을 수행하

였다. Fig. 4에 기술한 과정을 적용하여 모든 DSM 격자

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상관계수가 특정

임계 값 이하인 지역을 붉은 색으로 표시하여 나타내었

다. Fig. 5는 상관계수 임계 값을 각각 0.1, 0.2, 0.3으로 설

정하여 산출된 상관계수 값이 그 이하인 격자를 붉은 색

으로 나타낸 그림이며, Fig. 6에 상관계수 임계 값에 따

라 오차로 분류된 격자의 개수와 전체격자 중 오차로 분

류된 격자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Fig. 5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상관도가 임계 값

보다 낮게 산출되어 오차로 분류된 격자라고 할 수 있

다. Fig. 5와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계 값을 높게

설정할수록 더 많은 지역이 오차로 분류되고 낮게 설정

할수록 오차 지역이 적게 분류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오

차지역 분류를 위해서는 적절한 임계 값 설정이 중요하

다. 오차로 분류된 지역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면 Fig.

7에서와 같이 오차가 크게 밀집된 몇몇 지역(원형으로

표시)이 존재하고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오차

가 간헐적으로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차가 밀집된 지역과 간헐적으로 분포된 지역에 대

해 확대하여 비교해 보았다. 너무 높거나 낮은 임계 값

설정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0.1, 0.2, 0.3으로 설정한

경우에 대해 두 지역을 확대하여 비교해 보았다. Fig. 8

과 Fig. 9는 오차 밀집 지역과 오차가 간헐적으로 분포된

지역을 각각 확대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먼저 오차밀집

지역에 대해 분석해 보면 산악지역으로 산악 면적이 크

고 고도가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

은 예전부터 고해상도 영상 정합에서 오정합 및 미정합

등의 오류를 다수 발생시키는 지역으로써 본 연구에서

적용한 상관계수 분석에 의해 오차 밀집 지역으로 분류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0.2, 0.3으로 임계 값을

증가시킬 경우 오차로 분류되는 격자가 늘어나게 되나

상관계수 0.1 정도의 임계 값 설정으로도 오차밀집지역

은 충분히 식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차

가 간헐적으로 분포된 지역의 경우 주로 평지이거나 산

악지역이라도 산악면적이 작고 고도가 낮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을 적용하여 DSM 보정이 필요한 오차

지역을 판별할 경우, 초기에는 비교적 낮은 상관계수 임

계 값 설정이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DSM의 효율

적 보정을 위해서는 수많은 격자 중 DSM의 정확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 즉 오차가 큰 지역을 우

선적으로 파악하여 보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임계 값을

높게 설정할수록 오차로 분류되는 지역이 늘어나게 되

어 이를 선별하기가 어려워 진다. 예를 들어, 제안한 오

차 검출 방법을 DSM 보정을 위해 활용할 경우 상관계

수 0.1의 설정으로 분류되는 오차 밀집 지역에 대해 우

선적으로 보정을 수행하고 더 정밀한 DSM이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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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cedure to assess reliability of DSM grid.



경우 임계 값을 0.2, 0.3 으로 증가시켜가며 추가로 분류

되는 오차 격자를 보정해 나가게 되면 효율적인 DSM

보정을 수행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상관계수 계산을 위한 패치 크

기로 13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영상의 상

관계수 계산은 패치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수행한 DSM 오차 검출의 경우 패치의 크기

변이에 따라 오차 검출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다. 영상

정합을 목적으로 상관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패치 크기

에 따라 정합 결과가 달라지게 되면 그 차이가 작더라도

정량적인 높이 오차 분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

나 본 제안 기법의 경우 오차 크기를 정량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 아니라 오차와 오차가 아닌 지역에 대해 이분법

적인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패치 크기가 따른 검출 결

과 차이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절에서는 상관계수 설정에 따른 제안기법의 적

용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제안기법의 효율적 사용방법을

제시하고, 제안 기법이 DSM에 존재하는 오차밀집지역

들을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보유한 정합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DSM을 자동생성하고 제안기법을 검증하였으나, 실제

로 제안기법은 DSM 생성방식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

로 적용가능이며 다양한 형식의DEM 자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검증은 5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검출된 오차영역들이

실제로 DSM에 존재하는 오차영역과 일치하는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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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lt of DSM errors detection (area marked with
circle: area where errors are densely concentrated).

Fig. 6. DSM errors percentage according to correlation threshold
variation.

Fig. 5. DSM errors detection according to correlation threshold variation((a):0.1, (b):0.2, (c):0.3).



고 제안기법으로 자동 검출되는 오차밀집영역이 얼마

만큼 유의미한 결과인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해당 지역의 참값DSM을 이용하여 제안

기법의 신뢰성 및 효용성에 대해 검증한다.

3) 제안기법의 신뢰성 및 효용성 검증

제안기법의 적용결과가 DSM의 오차분석에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안기법의 신뢰성과 효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앞서 제안기법의 적용을 통해 DSM에 존재하는 오차들

이 자동으로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먼저 이러한 결

과의 신뢰성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기법을 적용하여 검출된 오차와 해당 지역의 참값

DSM을 활용하여 검출한 오차를 비교함으로써 제안기

법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Fig. 10에 제안기법을 적용

하여 검출된DSM 오차를 표시한 영상과 해당지역의 참

값 DEM과 높이 값을 비교하여 생성한 차 영상 맵

(Difference Map)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해당 영상의

참값 자료로는 Fig. 3에 나타낸 1:5,000 수치지도로부터

추출한 10 m 격자간격의 DEM을 사용하였다.

Fig. 10을 확인해 보면 차 영상 맵에 밝게 표시된 부분

즉 참값과 비교하여 높이 오차가 큰 경우 제안기법을 통

해 오차밀집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반대로 어둡게 표

시된 부분 즉 참값과 비교하여 높이 오차가 작은 경우

제안기법을 통해 간헐적인 오차 분포지역으로 분류되

었다. 보안 지역으로 표시(×)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

분 모든 영역에서 두 영상이 제공하는 정보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제안한 기법이 DSM 오차 검출

을 위한 매우 신뢰성 있는 기법임을 의미한다.

특히 제안기법을 통해 DSM에 존재하는 오차밀집지

역의 자동검출결과는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다. 이

처럼 오차밀집지역의 자동 검출이 중요한 이유는 DSM

오차는 DSM 전반에 걸쳐 산재되어 있으나 오차밀집지

역의 오차와 오차가 간헐적으로 분포된 지역의 오차에

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오차가 밀집된 지역의 경

우 정합 실패 점이 집중되어 주위 정합 시에도 오차가

전파됨으로써 높이 값 오차가 매우 큰 격자가 대부분이

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전체 DSM 정확도에 크게 영향

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DSM 개선 시에 우

선적으로 보정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

로 오차가 간헐적으로 분포된 경우 실제로 참값임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가 낮게 산출되어 오차로 분류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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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rea where errors are densely concentrated ((a):0.1, (b):0.2, (c):0.3).

Fig. 9. Area where errors are widespread ((a):0.1, (b):0.2, (c):0.3).



자가 많으며, 또한 오차가 있더라도 참값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오차밀

집지역과 오차가 간헐적으로 분포된 지역에 대해 실제

높이 값 오차를 확인하였다. 사실 영상정합 특성과

DSM 자료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격자 주위의 높

이 값들이 대부분 참값인 경우에 해당 격자의 높이 값

오차가 매우 클 확률은 거의 없다. 실제로 오차 밀집 지

역으로 분류된 지역(Fig. 8)과 간헐적으로 분포된 지역

(Fig. 9)에 대해 높이 값 오차를 산출해 보았다. 오차로 분

류된 격자 중 Fig. 11과 같이 50점을 임의로 추출하여 참

값DEM과 비교하여 높이 값 오차를 RMSE로 산출하고

Table 2에 나타내었다.

오차 밀집 지역의 경우 85 m 정도의 높이 오차가 산

출되었으며, DSM 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대오

차가 밀집된 미정합 및 오정합 격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오차가 간헐적으로 분포된 지역의 경우, 4~5 m 정

도의 높이 값 오차가 산출되었다. 실제로 이 지역의 경

우는 참값임에도 낮은 상관도가 산출되어 오차로 분류

된 격자도 있었으며, 오차로 확인된 경우에도 그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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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a) DSM error detection by the proposed method and (b) Difference Map using the reference DEM.

Fig. 11. Test area and check points distribution.

Table 2. Height errors of the two type of test area

Area type Check
points

Height errors
(RMSE)

Area where errors are densely
concentrated (Fig. 8) 50 84.6 m

Area where errors are
widespread (Fig. 9) 50 4.7 m

Fig. 12. Distribution of DSM height errors.

Fig. 13. Comparison between gross errors on DSM using our
method (a) and using Reference DEM (b).



이처럼 동일한 오차 격자라 하더라도 오차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DSM 정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대오

차들이 존재하므로 우선적으로 식별이 필요한 부분이

며 제안기법은 이러한 과대오차를 자동검출 한다. 실제

로 제안기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DSM에 존재하는 과

대오차들을 검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안기법으로

검출된 DSM 오차결과에 잡음 제거필터를 적용하여 간

헐적으로 분포된 오차들을 제거된 과대오차영역을 Fig.

13(a)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참값 높이 값과 비교하여

Fig. 12와 같이 높이 값 오차 분포를 산출하고 높이 값 오

차 크기가 상위 3% 이내인 과대오차만 선별하여 Fig.

13(b)에 나타내었다.

Fig. 13(a)에 나타낸 붉은색이 제안기법을 통해 검출

된 오차밀집지역(과대오차영역)이며 Fig. 13(b)의 흰색

이 참값과 비교하여 산출한 전체 높이값 오차 중 상위

3% 이내의 과대오차이다. 제안기법을 적용하여 자동검

출한 DSM 과대오차영역이 참값을 이용하여 검출한 과

대오차영역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제안기법은 별도의 자료를 이용하지 않고DSM 생성

에 사용된 스테레오 영상만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DSM

과대오차영역을 검출하기 때문에 스테레오 영상으로부

터 자동 생성된 DSM 오차 검출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검출된 과대오차영역은 최소한의 보

정으로도 큰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안

기법은 효율적 DSM 보정을 위한 매우 효용성 있는 오

차검출 방법이라 판단된다. 다음 절에서는 실제로 검출

된DSM 과대오차영역에 대해 보정한 결과를 간략히 제

시한다.

4. 제안기법으로 검출된 과대오차보정

제안 기법은DSM 에 존재하는 과대오차지역을 자동

을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제안 기법이 적용된 오차 검출 결과를 바탕으로 DSM

과대오차지역에 대해 보정을 수행하였다. 사실 이 논문

에서DSM 보정 기법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으나, 제안한 방법으로 얻은DSM 과대오차검출 결과

가 효율적인DSM 보정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

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간략한 DSM 보정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DSM 보정을 위해서 오차 검출 적용

시와 마찬가지로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하였다. 센서모

델이 수립된 고해상도 스테레오 영상의 정확한 Tie-
point 로부터 취득한 3차원 좌표 정확도는 1~2 m 이내

인 점을 이용하였다(Dial et al., 2003; Vassilopoulou et al.,

2004; Jeong and Kim, 2009; Tong et al., 2010). DSM 오차

검출 지역에 대해 스테레오 영상의 Tie-points로 추출된

3차원 좌표로 일부 격자를 업데이트하고 나머지는 자동

보간하여 수정하였다.

제안한 보정기법을 적용하여 Fig. 8의 오차밀집지역

(과대오차지역)에 대해 보정을 수행하였다. 오차영역의

2~3% 정도만을 수동 보정하고 나머지 오차는 보정된

격자를 중심으로 보간하였다. 총 70,000 여 개의 DEM

격자가 보정되었으며 Fig. 14는 보정 전후의 DSM을 나

타낸다. 육안 검사를 통해서도DSM의 오차들이 보정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정 후 DSM에 대해 총 50 여

점의 검사 점을 임의로 선정하여 높이 값 오차를 산출한

결과 약 9.4 m 정도의 높이 값 오차가 산출되었다. 이는

보정 전 오차의 11% 정도 수치로써 상당한 정확도의 개

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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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SM before (a) and after (b) correction.



요에 따라 다른 보정 기법을 택하거나 수동으로 보정되

는 격자를 늘리게 되면 더 큰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제안 기법으로 검출한 과대오차지

역의 경우 최소한의 보정과 간단한 보간만으로도 큰 정

확도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자

동 생성된DSM의 경우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정합

이 잘 이루어져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반면, 일부 지역

에 오정합으로 인한 오차밀집지역이 존재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오차 검출 방법이 특

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5. 제안기법활용

본 논문에서는 제안기법의 적용 및 검증을 위해 자체

보유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성한 DSM을 주로 사용

하였으나, 제안기법의 경우DSM 생성 알고리즘과는 관

계없이 독립적으로 적용 가능한 오차검출기법이다. 즉,

본문에서 DSM 생성을 위해 적용한 3D Correlation

Matching의 경우도 DSM 자동생성을 위해 임의로 사용

한 알고리즘으로서 제안한 오차검출기법을 고려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제안기법은 다른 방식으로

생성된 다양한 DSM 자료에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이

러한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절에서는 다른 방식으

로 생성된 DSM 및 DEM 자료에 제안기법을 적용하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참값 DEM 자료에 제안

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에 적용한 결과들을 제시함으로써 제안기법의 추가

적인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Fig. 15는

본문에서 참값 자료로 사용한 DEM에 제안기법을 적용

한 결과이다. DEM 자료 특성상 도심 지역에 존재하는

건물들의 누락(하단표시부분)으로 인해 오차들이 검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서 본문에서 언급하였듯 참

값DEM 자료에적절한높이값이입력되지않은보안지

역이 존재(상단표시부분)하는데, 이 부분이 제안기법을

통해 오차밀집지역으로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WorldView-1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자동

생성한 DSM에 제안기법을 적용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16은 실험에 사용한WorldView 영상과 자동 생성된

DSM, 그리고 Fig. 17은 제안기법 적용결과와 차 영상 맵

을 보여준다. WorldView-1 해당 지역의 경우 산악지역

의 고도와 면적이 비교적 작아 과대오차밀집 영역은 크

게 산출되지 않았으나 제안기법으로 통해 얻은 오차검

출결과가참값DEM으로얻은결과와거의유사함을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한 방법은 SRTM DEM, LIDAR DSM 등의

분석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Fig. 18(a)는 본 연구에서 주

로 사용한 IKONOS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하여 해당 지

역의 SRTM DEM의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SRTM DEM의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격자

가 오차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신, 특정 지

역에 오차가 밀집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SRTM DEM이 큰 높이 오차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

으나 전반적으로 10~20 m 이내의 오차를 가진 격자들

로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Fig. 16(b)

에는WorldView-1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하여 해당 지역

의 LIDAR DSM의 신뢰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LIDAR DSM의 경우 예상대로 매우 정확한 높이

값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평지나 산악지역의 경우

간헐적으로 분포된 몇몇 오차들이 확인되기는 하나 대

부분 정확한 값으로 확인되며 Breakline 지역에서 상대

적으로 오차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LIDAR의 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며 제안된 방법이 이를 가시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형으로 표시된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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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reference DEM error detection by the proposed
method.



경우 LIDAR 촬영 시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갱신되지 않

았던 건물이 제안기법을 통해 검출된 정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적용 결과들을 통해 제안된 기법이 다양한

DSM 및 DEM의 오차 특성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 생성된DSM에 존재하는 과대오

차의 자동검출을 위해 해당 지역의 스테레오 영상을 활

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 기법은 자동으로DSM

개별 격자의 신뢰도를 제공하며 특히DSM 정확도에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과대오차영역(오차밀집지역)을 판별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인DSM 보정을 수행하도록 돕는

DSM 오차분석결과를 제공한다. 제안 방법은 DSM 자

동 생성에 사용된 스테레오 영상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 생성된DSM의 오차 검

출에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참값

DSM을 활용하는 수준의 오차분석결과 제공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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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he application of our proposed method for (a) SRTM DEM and (b) LIDAR DSM.

Fig. 17. Comparison of (a) DSM error detection by the proposed method and (b) Difference Map using the reference DEM.

Fig. 16. (a) WorldView-1 stereo images and (b) automatically generated DSM.



에서 그 신뢰도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제안한 방

법은 다양한 스테레오 영상을 활용하여 적용 가능한 방

법이며 자동 정합에 의해 생성된 DSM의 개선을 위해

특히 유용하나 그 외 SRTM DEM, 수치지도로부터 추

출한 DEM, LIDAR DSM등 다양한 자료의 분석에도 활

용이 가능하다. 제안한 오차 검출 기법은 수치지도 기반

DEM 또는 LIDAR DSM에 나타나지 않은 건물 탐색, 최

신 고해상도 영상을 이용한 기존 저해상도 DEM의 갱

신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

양한 자료에 적용한 오차 검출 결과를 제시하고 보다 효

율적인 보정 기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현재

제안한 방법이 적용된 DSM 오차 검출 및 보정 기법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신뢰

성 있는 DSM 확보를 위한 DSM 자료 분석과 개선에 크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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