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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항공사진이나 성 상으로부터 건물,도로 등과 같은 인공지물을 추출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

어왔으며,최근수치항공사진의 해상도가크게 개선됨에따라 인공지물추출 시종종 원치않는 잡 들이

검출되곤한다.본연구에서는이러한잡 문제를보완하고필요로하는 상물을추출해내기 한목

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이 알고리즘은 RGB 상의 채 을 분리하고 채 간의 차연산을 수행한 후

각결과를이진화하고잡 제거 형태복원을통하여경계를추출하도록구성되었다.경계검출을수행하

기에앞서 실험에사용될 수치항공칼라사진에 하여 속조정,수치지형모형 추출,수치정사사진생성

모자이크작업등의사 처리과정을거쳤으며,이 게하여얻어진수치정사사진상에서소형건물의지붕

경계를본연구에서개발한알고리즘을사용하여추출하 다. 한지붕경계추출결과를종래의방법으로

얻어진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알고리즘의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었다.

■ 중심어 : 수치항공정사사진 인공지물 경계추출 알고리즘 차연산

Abstract

Theresearchforextractingman-madefeaturessuchasbuildingandroadfrom theaerial

photographorsatelliteimageryhasbeenperformedactively.Aslatelytheresolutionofdigital

aerialphotographswasimproved,unwantedfeatures(noise)wouldbeoftendetected.Anedge

detectionalgorithm isdevelopedtomakeupforsuchanoiseproblem,makeboundariesof

wantedobjectsclearandextractonlyneededfeatures.Thealgorithmdevelopedinthisresearch

performsseparatingRGBchannels,differencingbetweenchannels,transformingintobinary

images,excludingnoisesandrestoringshapes,andedgeextractioninorder.Theimagestobe

used for edge detection are prepared through bundle adjustment,DTM extraction,

orthorectificationandmosaicking.Theroofedgesofsmallbuildingonpreprocesseddigitalaerial

orthophotoswereextractedusingthealgorithm developedinthisstudy.Thevalidityofthe

algorithmswasprovedbycomparingedgeresultsofsmallbuildingextractedinthisstudywith

thoseofconventional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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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항공사진측량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물이나 지형지물의 경계선을 구분하고 그려서 도화

하는 과정이다.고해상도 상을 이용하여 수치지도를

제작함에있어가장큰문제 은래스터자료인 성

상에서 경계검출을통해 벡터자료의 형태로 제작하기

어렵다는것이다[3]. 재는수작업으로건물이나지형

지물의 외곽선을 그려내는방식을취하므로 이 부분이

자동화된다면사진측량은비용이나시간면에서커다란

감효과를기 할수있기때문이다.건물이나도로의

외곽선을 추출하는연구는이 에많은 연구가 있었으

나일반주택의경우좁은지역안에 집해있으며그

형상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방법

으로는 자동으로 경계를 추출하기에 충분치 않다.소형

건물의 경계추출은항공사진으로부터 건물 고도모형

을효과 으로생성하는데활용될수있고,개발제한구

역 내 무허가 건축물을 탐지해 내는 행정업무 등에도

효율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계추출을 해연구되는주제들은건물 다각형

의 경향을 띄는 인공지물의경계추출 그리고 다각형보

다는 선의 형태를 가지는 도로의 경계추출,그리고 사

진촬 시그림자에의해생기는폐색 역보정등이

표 이다.하지만 이들 연구 모두 완벽한 해답이 나오

지 않은 상태이며 실용화하기에도무리가있는 방법들

이 다수를 차지한다.

Liow와Pavlidis(1990)는인공지물의그림자를기

으로 하는 정확한 인공 지물의 경계면을 추출하는 두

가지시스템을 제안하 는데 하나는 그림자가 있는 인

공 지물면의 경계를 먼 추출하고 이를 기 로 역

확장 기법과 경계 추출 기법을 병행하는 방법이고,다

른하나는split-and-merge 역확장기법을사용하여

인공 지물의 역을 추출한 후 이 역의 경계를 직선

화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이 알고리즘은 인공 지물

지붕면의밝기값의변화가매우작은 상에 해서비

교 정확한 결과를 보인다.

Gülch등(1998)은시설물의추출과복원은완 한자

동화가불가능하다고간주하여반자동체계를기반으로

이과정에서취득한경험 자료를토 로한한정 인

자동화에 한연구를수행하 다.많은학자들이주로

항공사진/입체 상으로부터건물모형을추출하기 한

사진측량학 근방법을 제시하 다[9][11][13].

Fraser등(2001)은 고해상도 IKONOS입체 상으로부

터3D건물을재구성하 다.한편,신뢰할만한3D결정

기법으로서의 장 때문에 Weidner등(1995)과 Maas

등(1999)은 DSM 는 이 고도측정 데이터(laser

altimetrydata)로부터 건물을 추출하기 한 근법을

개발하 으며,Haala(1999)는 DSM(digitalsurface

model)과칼라항공사진을조합하여건물경계를추출하

다.TaoGuo등(2004)은 IKONOS 성 상과 항공

이 스캐닝에 의해 수집된 고도데이터로부터 2D건

물경계를 추출하기 한 근방법을 제시하 다.

국내에서는 유환희(1999)가 특징 과 건물경계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시설물의반자동추출에 한 연구

를 하 고,유복모 등(2005)은 수치지형도(1/1,000)와

항공사진(l/5,000)을이용하여3차원도시모형을생성함

에 있어 건물경계 추출 연구를 수행하 다.조우석 등

(2013)은 항공카메라와 능동센서인 이 스캐 의 상

호보완 인 특징을 이용하여 지표면에 존재하는 다양

한 지형지물 건물을자동으로 추출하는 알고리즘에

하여 발표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항공 상보다 매우 향상된 고해

상도 칼라항공 상의 특징을 이용하여 인공지물,특히

소형건물의경계선추출을보다정확히자동화하는방

법을 제시하고 경계추출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고해

상도 항공사진에 하여 속조정,수치지형모형 추출,

정사보정,모자이크작업등을행하고 상지역에종래

의경계검출방법들을 용하여문제 을분석하고,본

연구에 개발한 로그램을 용하여 주택의 지붕경계

를 추출하고자 하 다.

Ⅱ. 경계추출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 실험

본 연구에서 Intergraph사의 수치사진측량용 워크스

테이션인ImageStation을사용하여항공사진의항공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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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측량(속조정법;Bundleadjustment),수치지형모형

(DTM;digitalterrainmodel))추출,정사보정 모자

이크 작업 과정을 수행하 다.기존에 사용되어 온 경

계추출 방법들을 용하여 문제 을 악한 다음,본

연구에서 개발한 경계추출 로그램을 용하여 기존

의 방법과 그 결과를 비교하 다.

그림 1. 연구 절차도

[그림1]에나타낸바와같이본연구에서는RGB사

진 상의채 분리,채 간명도값의차연산수행,이진

화,잡 제거 형태복원,경계검출의순으로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MatLab을 이용하여 로그램을

개발하 다.

2.1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영상의 처리

DTM(digitalterrainmodel)생성을 한 모델 설정,

DMC카메라정보 즈계수의입력을하고,지상기

(GCP) 일의 경로를 설정해 주었다.항공삼각측

량을 한 속조정을 해서multi-photo환경에서지

상기 의 상좌표를 측정하 다[그림 2-그림 4].

그림 2. 상점 측정

상좌표 측정을 완료한 후 상매칭을 통하여 자동으

로 합 즉,passpoint와 tiepoint들을 생성하게 된

다.같은 상을촬 한서로다른 상간의시차를이

용하여 정사보정에 이용하게 될 DTM을 추출하고,이

를 이용하여 정사보정을 행하 다.

모자이크처리작업을하는데는기본 으로사용자가

직 seamline을설정할수도 있고,자동으로seamline

을 생성하는 몇 가지 알고리즘이 제공된다.본 연구에

서는 자동으로 생성된 seamline을 가지고 모자이크 작

업을 수행하 다.

그림 3. 자동으로 설정된 seamline

DMC카메라에 의한 항공사진의 경우 12bit 상이

다.사진측량을 해 만들어진 로그램이 아닌 경우

부분의경우12bit 상을지원하지않기에8bit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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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환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상지역은 지

역에서도 일반지붕으로 구성된 단층 는 2층 주택이

집한 지역을 선정하 다.

그림 4. 연구대상 지역

2.2 기존 경계추출 방법들의 문제점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임계값

(thresholdvalue)에 따라 경계검출의 도가 결정되어

지는데그값이낮으면잡음이심한반면,그값이높으

면나타내야할선분들이검출되지않는곳들이많아지

며그 다고잡 (noise)문제가완 히사라지는것도

아니다.이 외에도 Prewitt,Roberts,Laplacian,Canny

알고리즘을 모두 용시켜 실험해 본 결과,미세한 차

이는있으나문제 은Sobel경계추출법과크게다르지

않았다.

그림 5. Sobel 연산자를 이용한 경계추출 결과(임계값 

0.1)

그림 6. Sobel 연산자를 이용한 경계추출 결과(임계값 

0.2)

그림 7. 형태학적 기울기를 이용한 경계추출 결과 

고해상도 항공 상은 그 해상도가 매우 뛰어나기 때

문에 지붕표면의 기와모양이나 작은 굴곡들까지도 모

두 표 된다.따라서 추출하고자 하는 외곽을 제외한

부분들도 뛰어난 선명도를 지니므로 고해상도 상이

라는장 이오히려외곽선의추출을힘들게하는단

이 되어버린 것이다.이 에 많은 연구에 사용된 방법

으로 흐림 효과를 주는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잡 이

제거될 만큼 흐림 효과를 주게 되면 검출해야 할 외곽

성분 역시 흐려져 검출이 힘들어 효과가 없었다.

리 쓰이는 다른 방법으로는 형태학 기울기를 이

용하는 방법이 있다.이는 원 상을 각각 팽창․수축

시킨 상에 하여 차연산을통하여외곽성분을 추출

하는 방법이다.기존방법의 용에 있어서 잡 문제의

해결에 가장 큰 기 를 걸었으나 역시 실험결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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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7]과같이그늘진부분의경계들은검출되지않으며

지붕면의 굴곡들이 검출되었다.

2.3 차연산을 통한 외곽 추출방법(경계추출 알고

리즘의 개발 및 적용)

(1) RGB영상의 채널 분리

RGB컬러 상에는 Red,Green,Blue의 각각 명도값

이 존재한다.흑백 상이 아니라면 이들 간에는 분명

한차이가존재하며이를이용하기 하여색의성분별

명도값을 분리한다.

그림 8. RGB 영상

그림 9. Red 밴드

그림 10. Green 밴드

그림 11. Blue 밴드

(2) 채널간 명도값의 차연산 수행

차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명도값의 차이에 의해 특정

색의 명도값이 다른 성분의 상에 비해 높은 부분은

부각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검은 색을 띄게 된다.

특히도로와같이검거나무채색의요소들은색의성분

값들이 같으므로 차연산에 의해 소거되어 사라진다.

R-G G-R B-R

R-B G-B B-G 

그림 12. 밴드간 차연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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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에서확인할수있듯이추출하고자하는지

붕 부분과 그 외 색의 차이가 분명한 부분들이 부각되

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이는 일반 지붕의 경우

부분 특유의 색으로 도색되어 있음에 기인하는것으

로 사료된다.

(3) 이진화

차연산을 수행한 결과에서 자세히 보면 원하지 않는

부분이 완 히 제거된 경우도 있지만 흐리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한 원 상을 보면 지붕의 표면무늬가

여 히구분된다.이상태에서외곽을추출하면여 히

기붕의표면무늬문제는남을수있으므로이진화과정

을 거친다.

그림 13. 밴드 R과 B의 차연산 결과

그림 14. 이진화 결과

이진화가 되기 차연산의 결과물에서 명도값이 부

각된부분이완벽해보이나이는사람의 단력에기인

한 착시 상으로 부각된 부분 에서도 어두운 부분이

그 외의 부분에서의 밝은 부분들에 비해 더 어두운 곳

이존재하는 계로임계값을아무리조정하여도[그림

14]와 같이 잡 이 생기고 형태가 온 치 못한 상태이

다.나머지 5개의 결과도 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4) 잡영 제거 및 형태 복원

잡 문제와 형태가 온 치 못한 문제는 경계추출 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완해 주어야 한

다.본연구에서는시행착오를통하여사각셀을이용한

상의 열기와 닫기를 이용하여 보완하 다[그림 15].

그림 15. 잡영 제거 및 형태 복원 결과

(5) 경계 검출

각 실험의 결과들은 각 색 성분들의 차를 따로따로

연산한것으로서,각기다른결과에서공통 으로어떤

상물이 부각되어 나타나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형

태가 조 씩 다르다.그림자의 향에 의해 조 달라

지거나하는이유라고부각된부분안에서도미묘한색

상의 차이가 낳은 결과라 측해 볼 수 있다.하지만 6

개의 결과물이모두 같은 부분에서 변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단계에서그림자의 향이나명도값연산결과마

다다르게나타난부분으로인하여 역이침식된부분

이있다면서로다른결과들이결합되는과정에서서로

보완해 주어 온 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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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각 밴드별 결과영상의 결합

그림 17. 경계 추출

Ⅲ. 결과 분석

그림 18. 결과와 원 영상의 중첩

의도 로지붕표면의무늬, 는 상에보이는공터

나텃밭의지표면의무늬등은 추출되지않았으며

추출된경계들은 추출하고자하는 객체에 매우 근 하

게 추출된 것을 볼 수 있다.특히 선명한 색을 띄는 지

붕은 만족할 만한 수 의 결과를 보여 다.

하지만 암갈색과 짙은 녹색의 지붕은 거의 추출되지

않았다. 한 슬 이트 지붕이면서도 녹색으로 도포된

부분은원하지않는 부분임에도 도포된 부분의 명도값

이 높기 때문에 추출되었다.

좌측상단의 란지붕의 경우는 차연산 결과물

Blue밴드와Green밴드를연산한결과물에서좋은결

과를 보 으나 결과물을 결합하면서 뭉쳐졌다.

(a) Sobel 연산처리 결과     (b) 본 연구 결과

그림 19. Sobel 연산과의 비교

[그림 19](a)의 Sobel연산자를 이용한 경계 추출의

결과에서는많은선들 에서제 로추출된선들만골

라내는 작업은 쉽지 않다.방향성을 고려하여 선의 요

소를 추 한다던지 기타 여러가지 알고리즘이 개발되

었으나상용화할 만큼의 정확도나 정 도를보여주지

못했다.물론차연산에기반한알고리즘역시상용화할

만한단계는아니지만추출된선의부합성이나기타잡

의 정도로 보았을 때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단된다.이번연구에서는특히잡 제거

에 을 두어 추출되지 못한 객체가 많았다.지 까

지 많은연구가이루어지고 컴퓨터가발 했으나 아직

도객체의추출이완 치못한이유는컴퓨터는사람이

가진만큼의정보를가지고있지않은데기인한다고볼

수 있다.

사람은살면서본것들을기억하고그기억을바탕으

로사진을보면서도로,일반지붕,슬 이트지붕,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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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공터거의모든객체를구별해낼수있으며유추할

수도있지만컴퓨터는사람이가진경험,즉정보가없

다.미래에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극히 발 되고 한

인공지능으로 단할 수 있는 기 가 될 데이터베이스

가 충분히 갖추어진다면 완 히 자동으로사람이직

도화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차연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잡 의 제거보다는 추

출할객체의형태가온 하도록 임계값을높게 설정하

여 객체를 추출하고사람의 단력을 이용하여 원하는

객체만을 골라내는방법이더 효율 일 것이라고사료

되어 시도해 보았다.물론 완 한 자동화는 아니지만

시 에서는비용과시간의 감을충분히가져올수

있을 것이라는 기 하에 본 연구의 가장 마지막으로

시도하여 보았다.처리과정은 같고 이진화 할 때의 임

계값이 앞선방법보다 높으며 합해진 이진연산에서 객

체의 선택과정이 추가되었다.

그림 20. 선택 중 화면

그림 21. 선택완료 화면

그림 22. 객체선택기능을 추가한 결과물과의 비교 영상

앞선 실험의 결과[그림 21]와 선택 방법으로 추출

한 경계를 첩시켜 보았다[그림 22]. 체 으로 이

보다조 더넓은 역이검출되었다.그이유는래스

터데이터의 특성 때문인데 벡터데이터와 같이 그 경계

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경계 부분에는 흐려진 값들이

존재하는 까닭이다.이 때문에 높은 임계값을 선택한

상에서는 흐린 경계부에서좀더 많은 역을 객체로

인식하게되는것이다.경험 으로객체를골라낸것이

기 때문에 잘못 추출된 객체는 없지만 높은 임계값의

향으로 경계가 울퉁불퉁하다.하지만 이 에 검출이

온 치않았던객체에서는훨씬향상된결과를얻을수

있었다.

그림 23. 잡영이 심한 지역에 적용한 결과

잡 이 매우 심한 지역을 탐색하여 용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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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을 확 해서 보면 자동차의 형체가 분명히

나타날 정도의 경계가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는 원하지 않는 객체 즉 잡 일 뿐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알고리즘이 안으로서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 다.

Ⅳ. 결 론

본연구에서수치정사사진으로부터소형건물의지붕

경계를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으며,이 알고리

즘은 RGB 상의 채 을 분리하고 채 간의 차연산을

수행한후각결과를이진화하고잡 제거 형태복원

을통하여경계를추출하도록구성되었다.연구를통하

여얻어진소형건물의지붕경계추출결과를종래의방

법으로 얻어진 결과와 비교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의 타

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채 간 차연산 알고리즘을 정사 상에 용하여 추

출한경계에서는원치않는지붕의무늬,자동차등잡

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추출된 경계는 기존 방식들

의결과에비하여추출 상에상당히근 한결과를나

타냈다.

채 간 차연산 알고리즘은 단일 채 간의 단순한 차

연산에서는짙은갈색과짙은녹색에취약하며,객체선

택기능을추가할경우경계추출의정확도는향상되나

경계의 역이다소넓어지고추출된경계에굴곡이발

생하 다.

본연구에서는 속조정과수치지형모형추출과정을

거쳐 생성된 수치정사사진 상에서 경계를 검출하 기

에충분히개선된정확도를가지고있을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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