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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f the damage analysis on river-side facilities such as dam, river bank structures and bridges
caused by disasters such as typhoon, flood, etc. becomes available, it can be a great help for disaster
recovery and decision-making.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extract a Digital Surface Model (DSM) and
analyze the accuracy from Unmanned Air Vehicle (UAV) images on river-side facilities. We tried to
apply stereo image-based matching technique, then extracted match results were united with one mosaic
DSM. The accuracy was verified compared with a DSM derived from LIDAR data. Overall accuracy was
around 3m of absolute and root mean square error. As an analysis result, we confirmed that exterior
orientation parameters exerted an influence to DSM accuracy. For more accurate DSM generation, accurate
EO parameters are necessary and effective interpolation and post process technique needs to be developed.
And the damage analysis simulation with DSM has to be performed in the future.
Key Words : DSM, stereo matching, UAV

요약 :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영상을 기반으로 댐, 보, 교량과 같은 수변 구조물의 피해정보

의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면, 피해복구 및 의사결정의 지원에 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변 구조물

의 피해 분석을 위한 초기 과정으로 UAV를 활용한 수변 구조물의 3차원 정보의 획득을 시도하였고, 생성된

DSM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DSM의 생성을 위해 스테레오 기반의 영상정합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스테레오 정합결과를 생성 후 이를 모자이크하여 최종 DSM을 생성하였다. LIDAR에서 취득한 DSM과 비

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했으며, 처리결과 전체 영역에서 3m 내외의 RMSE 수치가 나옴을 확인하였다. 오류

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생성된 DSM은 센서모델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EO 파라메터의 영향을 많이 받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정확한 GCP의 적용 및 인터폴레이션, 후처리 등의 기술의 개발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DSM의 생성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표에 맞게 실제 피해지역에서의 시

뮬레이션을 통해 DSM을 이용한 정량적인 피해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183–

Received April 16, 2015; Revised April 24, 2015; Accepted April 24, 2015.
† Corresponding Author: Taejung Kim (tezid@inha.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 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1, No.2, 2015, pp.183~191
http://dx.doi.org/10.7780/kjrs.2015.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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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1. 서 론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가격

이 저렴하고 운용이 용이하다는 장점, 특히 원하는 지

역에의 빠른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무인항공

기에서 취득된 대상지역의 영상의 빠른 전송이 가능해

지면서 무인항공기는 군사목적, 통신, 엔터테인먼트, 농

업 등의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경우 정해진 주기, 계획에 맞추어 영상

을 취득하는 기존의 항공영상, 위성영상과는 달리 재난

등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

하고 다양한 영상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

해 탐지, 관리와 같은 국토 모니터링 분야에의 활용 가

능성이 제시되었다(Kim et al., 2010). 최근에는GPS/INS

와 같은 항법장치를 이용한 무인 항공기의 위치 및 자

세정보 성능의 향상,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성능의 발

달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측량 및 공간정보의 생성을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Kim et al., 2014).

태풍, 호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무인항공

기는 피해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모니터링 임무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UAV를 활용한 댐, 보, 교량과 같은 수변 구조물의 피해

정보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선행 과정으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3차원 정보의 획득을 시도하였다.

항법장치가 경량화 되고 그 성능이 기존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으나 영상 취득을 위한 무인 항공기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로 그 정확도 및 성능이 검증된 항공기나 인

공위성과 같은 탑재체와는 달리(Jeong and Kim, 2014)

촬영범위가 협소하며 상대적으로 주위 환경 및 진동에

민감하고 촬영시의 자세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영상을 이용한 항공 측량 작업에서 정확한 위치/자

세 정보의 획득은 정확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

한 요소이므로 무인항공기의 이러한 한계점은 올바른

정보취득에 어려움이 된다. 이에 무인항공기 영상을 활

용한 피해탐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확한 자세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영상의 획득, 혹은 보정기술이 중

요하며, 이러한 무인항공기 영상에서도 3차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3차원 정보의 획득은 영상정합 스테레오 혹은 다중

영상을 활용한 영상정합 기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영상

정합 기술은 컴퓨터 비전, 의료 영상 등의 분야에서 3차

원 객체의 추출 및 변화의 탐지 등을 위해 사용되며, 특

히사진측량및원격탐사분야에서Digital Surface Model

(DSM)과 같은 3차원 지형정보 생성을 위해 주로 활용

된다. 영상정합은 다른 자세에서 동일한 지역을 촬영한

두 장 이상의 영상에서 3차원 공간상의 동일한 지점을

나타내는 영상좌표를 획득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즉 정

밀한 영상정합은 정밀한 3차원 정보의 획득이 가능함

을 의미한다.

영상정합 기술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며 올바른 영상정합을 위해서는 카메라 및 촬영의 특성,

그리고 영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폐색 영역, 이동체,

그림자와 같은 에러유발인자들 및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최적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 및 위성영상에 적용되는 스테레

오 영상정합 기술을 이용하여 무인항공기 영상에 적용

하여 DSM을 생성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2. 데이터 셋

본 연구에서는 다리와 같은 수변 구조물이 취득된 낙

동강 지류 유역의 영상을 취득하였다. 연구지역 촬영에

사용한 무인항공기는 일반 카메라의 탑재가 가능한

DJI 사의 Spread Wings 시리즈이다.

무인항공기에 탑재된 카메라는 SONY사의 DSLR

ILCE-7R 카메라이며 설정된 영상의 초점거리는 35 mm

로 고정되어 있는 단렌즈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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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pread Wings UAV.



소자의 크기는 하나당 4.88967×4.88967um로 설정되었

다. 영상하나에 포함되는 영역은 약 150-100 m 크기의

영역으로 항공사진이나 위성영상에 비해 포함되는 범

위가 좁다. 촬영은 약 180m 고도에서 취득되었으며

UAV에 탑재된 카메라와 취득된 영상의 상세 정보는 다

음과 같다.

비행 고도는 경위도 좌표 35도 50분 28.44초, 128도 27

분 45.41초를 기준으로 150 m로 설정하여 비행을 실시

하였다. Figure 2는 해당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여 취득된

영상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외부표정요소(Exterior orientation parameters, EOPs)

는GPS/INS 센서에서 획득되는 촬영 당시의 센서의 위

치를 나타내며 정확한 측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이다.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촬영당시의 센서 정

보를 그대로 쓸 경우 정확한 측량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에 연구지역에 대한 항공 삼각 측량을 수행하여 지상

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GCP)으로 보정된 새로운

EOPs 값을 도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부분의 전체

영역 전체에 분포하는 1.5 cm 정밀도의 GCP를 사용하

였다. 영상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직접 측량이 쉽

지 않은 수변 구조물의 특성상 GCP는 구조물 위에서

취득된 점들을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GCP는 총 8개 점

으로 그 분포는 Figure 3과 같다. 이후의 영상 정합은 이

들 GCP로 보정된 EO값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사용된 지상기준점 적용 후 좌표계는 TM 동부 좌표

계를, 타원체는 GRS80 타원체를 사용하였다. EO 값 보

정을 위한 GCP의 처리 및 표정작업은 상용프로그램인

PhotoScan SW를 사용하였다. 8개의 GCP를 사용하고

주변의 별도의 체크점을 활용하여 생성된 모델의 정확

도 분석결과는 1픽셀 이내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3. 영상 정합 기법

UAV영상과 같은 프레임 기반의 다중영상의 정합을

위해서는 객체공간 기반에서의 정합기법이 많이 활용

된다. 객체공간 기반의 정합기법은 해당 지상좌표에 포

함되는 영상들을 동시에 정합하는 방법으로 항공사진

과 같은 영상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냄이 보고되었다

(Rhee and Kim, 2011). 그러나 취득된 데이터 셋과 같이

EO의 정확도가 불분명한 영상을 사용할 경우, 객체 공

DSM Generation and Accuracy Analysis from UAV Images on River-sid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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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Location where GCP is measured.

Figure 2. A few images from the UAV dataset.

Table 1. Characteristics of digital camera used
Model Sony Alpha 7R

Sensor size 35.9 × 24 mm
Pixel size 4.88 um

Weight 465 g(body)
120 g(Lenz)

Focal length 35 mm

Table 2.  Characteristics of dataset used
Area Brdge

Image Size 7360 × 4912
Image Number 91
Flying Height 150 m
Image GSD 2 cm

Image Coverage 150 m × 100 m



간 기반의 정합기법은 1,2픽셀의 모델 오차로 인해 정합

결과가 크게 변함이 보고된 바 있다(Rhee, et al., 2013). 객

체공간 기반에서의 다중영상 정합은 동시에 여러 개의

영상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센서모델이 불

확실한 여러 영상을 사용할 경우, 오차가 발생할 확률

이 높아진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DSM의 생

성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객체 기반 정합기법이 아닌 스

테레오 영상페어를 활용한 모자이크 정합기법을 시도

하였다. 오차가 포함되어 있는 EO값은 GCP 등을 이용

해서 높은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하나 본 과제의 대상지

역과 같은 곳에서는 스트립을 전부 포함하는 높은 정확

도의 GCP을 얻는 것은 어려우며, 취득된 영상들도 흔

들림 등의 이유로 영상 간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정합

이 가능한 모든 스테레오 영상에서 개별적인DSM을 생

성하고, 생성된DSM의 품질에 따라 모자이크를 수행하

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전체의 영상 정합 공정 중 최적

의 정합쌍을 도출하기 위해 두 후보 영상의 중복도가 너

무 낮거나 영상간의 주시각(convergence angle)의 조건

이 맞지 않는 경우에서는 정합을 수행하지 않았다.

사용된 스테레오 정합 방식은 에피폴라 라인 상에서

grey-level 영상에서의 상관계수 비교를 수행하여 최적

의 정합 쌍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정합 쌍 판단 시 각각

다른 크기의 다수의 정합 영역을 설정하여 센서모델의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강인하게 정합결과의 도출이 가

능하다. 이 기법은 위성영상과 항공사진에서 뛰어난 성

능을 나타냄을 Rhee et al.(2013)은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해당 알고리즘이 탑재된 상용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Figure 4) GPC의 입출력 및 센서 모델을 수행하였

으며, 이를 이용하여 DSM을 생성해 보았다.

소프트웨어 상에서 영상 및 EO 파일 입력 후 두 장의

영상을 선택하고 해상도를 결정하여 DSM을 생성하였

으며, 필요한 경우, GCP를 추가로 입력하여 영상의 기

하학적인 오류를 보정하여 DSM을 제작하였다. 구체적

인 과정 및 결과는 다음 장에 기술하도록 한다.

4 처리 과정 및 결과

1) 기준 DSM 확보

대상지역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할 데이터는 항공라

이다를 통해 취득하였으며, 이는 7.5 point/m2의 점밀도

를 가지는 포인트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데이

터를 필터링, 분류 과정을 거쳐 좌표 보정을 실시하고

50 cm 해상도를 가지는 DSM으로 변환하여 처리하였

다. 기준 DSM은 실제 측량한 검사점을 통하여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대상 지역에 골고루 분포된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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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ayout of SW tool used for experiments.



의 점에서 측정된 높이값의 RMSE는 1.5 cm로 높은 정

확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UAV 영상에 비해 해상도는

낮지만 평지 및 일반 지형에서의 정확도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는 수치라고 판단된다. Figure 5는 취득된 항

공 LIDAR DSM이며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 UAV 영상

으로 촬영된 지역을 나타낸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DSM은 이 기준 DSM과 동일 수

평 좌표 상에서 계산되는 높이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

으로 정확도의 분석을 수행했다.

2) 영상 전처리

UAV와 같이 촬영범위가 좁고 근접촬영이 가능한 센

서에서 촬영될 경우 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상에서

상태가 변하는 대표적인 사물이다. 물 지역이 영상에 포

함되어 있을 경우 이들은 오정합의 원인이 되어 다량의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정확한 수변구조물의

DSM의 생성을 위해서 정합 대상 영상에 수동으로 마스

킹 작업을 수행하였다(Figure 7). 물 지역을 정합 대상에

서 제외하는 것으로 더욱 높은 품질의 DSM의 생성이

가능하다.

3) 스테레오 영상 페어별 DSM 생성

Figure 8은 실험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된 DSM 중

성공적으로 정합된 결과들을 나타낸다. 기준DSM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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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 Original image and (b) water masked image.

Figure 6. (a) DSM without water mask (b) DSM with water mask.

Figure 5. Reference DEM derived from LIDAR data.



상도와 전체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DSM 각각의 공간해

상도는 0.2 m로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정확한 정확도의

분석을 위해 별도의 인터폴레이션 및 후처리는 진행하

지 않고 처리하였다.

이렇게 생성된 결과들 중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

는 최적의 DSM들을 선택하여 모자이크 된 DSM 결과

물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텍스쳐 정보

가 너무 없거나 EO 정보가 가지고 있는 오차가 커서 오

정합 결과가 많이 포함되는DSM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최종 모자이크 DSM 생성단계에서 제외하였다. EO 정

보가 가지고 있는 초기오차는 2장에서와 같이 GCP를

사용해서 보정이 가능하나, 영상이 취득된 지역의 지리

적 특성상 다수의 GCP가 취득되지 못하였고, 전체 지

역에 골고루 분포되지 못해서 정확한 보정이 되지 못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DSM의 생성이 어렵다. 이러한 지

역들은 기준 DSM을 활용하여 DSM의 포인트 정보와

일치하는 영상점을 찾아내어 수동으로 GCP를 취득하

여 보정하였다. Table 3은 스테레오 영상에서 초기 모델

과 수동으로 기준 DSM을 이용해 취득된 총 10개의

GCP로 보정된 모델식의 센서모델 정확도 결과 및DSM

의 정확도 분석 결과이다. 기준 DSM의 해상도가 낮다

는 제약은 있으나, 취득된 GCP를 이용하여 다시 모델

링을 수행한 결과를 확인하면 센서모델의 정확도 향상

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센서 모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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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xamples of DSMs from successfully matched.

Table 3. Positioning accuracy assessment is represented by RMSE(10 GCPs)
Initial Model Error(Pixel) Precision Model Error(Pixel)

Col Row All Col Row All
Image 1 15.80 23.34 30.72 0.688 1.299 1.47
Image 2 17.45 25.28 30.72 0.765 1.432 1.62



을 이용하여 생성된 DSM은 Figure 9와 같다.

생성된 DSM을 보면 보정 전의 EO값을 사용한 경우

에 비해, 노이즈가 감소되고, 고가도로의 표현이 자연스

러움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영상에서 다량의 GCP를 취득하여 센서 정

보를 보정하는 것이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되나 다수의

영상이 동시에 처리되어야 하는UAV 영상의 특성상 모

든 영상에 해당하는GCP를 수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무

리가 있다. 이에 먼저 대상영상의 개별 스테레오 영상

정합을 수행 한 후, 대상지역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GCP를 수동으로 취득하여 해당 지역을 보완 하는 방식

으로 처리를 수행하였다. Figure 10은 이렇게 생성된 대

상지역의 DSM 영상이며, Figure 11은 동일한 지역의 기

준 DEM 영상이다.

생성된DSM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기준 데이터와의

높이값 차이를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수치를 보면 모든 점에서의 RMSE는 3.19 m

MAE는 1.76 m의 오차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UAV의 공

간해상도를 고려했을 때 좋은 결과값은 아니다. 중간값

을 사용하여 과대오차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오차의 분

포를 나타내는 NMAD 수치는 1.48 m로 계산되었다.

오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Difference Map을 제작

해 보았다. Difference Map의 수치는 차이의 절대값으로

표시하였다. 영상에서 붉게 표시된 부분이 과대오차가

발생한 지역이며 이들을 분색해 본 결과 과대오차는 구

조물들의 경계면에서 많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교량의 양쪽 경계면에서 큰 오차들이 발생했는데 이

들이 발생한 원인은 첫째로 LIDAR 포인트에서 생성된

기준 DSM과 영상 기반 정합으로 생성된 DSM의 해상

도 및 경계면 처리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또 하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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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 DSM with initial model and (b) DSM with precision model.

Figure 10. DSM generated by compining DSMs in Figure 8.

Figure 11. LIDAR DSM of the same area as Figure 10.



제 해당 지역에 가드레일들이 설치되어 있어 이들이

DSM 상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상 중앙의 구조물에서 발생한 과대 오차는 영상 내 고

층 구조물과 와이어 등이 존재하여 이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분석되며, 그 외에도 텍스쳐가 거의 없

는 도로면, 물이 포함되어 있는 지형 등이 오차의 원인

으로 분석되었다.

과대 오차 외의 2 m 이내에서 발생하는 오차들은 EO

값의 초기 오차로 인해 발생하는 기하학적인 오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영상의 실제 해상도 대비 제작된

DSM의 해상도가 작게 설정되어 지형의 표현이 부드럽

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로 판단된다. Figure 13은 초기

EO 값을 사용해서 생성한 스테레오 DSM 영상에 5×5

중간값 필터를 적용해 노이즈를 제거하고 과대오차 부

분을 수동으로 직접 제거한 DSM 처리 결과와 이 DSM

과 기준 자료와의Difference Map부분이다(Figure 14). 오

차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절대값 처리는 하지 않았다.

Fugure 14의결과를보면과대오차를제거해도±3m

이내의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DSM의 세

로 중심을 기준으로 DSM영상이 동서방향으로 기울어

져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DSM이 기하학적인 오차를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측정된 8개의 GCP로

수정된 초기 EO 파일이 정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문제는 생성된DSM을 모자이크 처리할 때에 접합

면에서 높이값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이 결과를 통해 비록 수직오차 cm급의 높은 정확도

의 DSM의 생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DSM의 정확

도는 더 정밀한 다수의 GCP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EO

값을 도출하고 센서모델을 수립하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으며, DSM 생성 이후 노이즈 필터링, 홀

제거와 같은 자동, 반자동 편집 그리고 인터폴레이션의

적용 등의 후처리가 적용이 된다면 더 좋은 성능의

DSM의 생성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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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The post-processed DSM from stereo image pair.

Figure 14. Difference map of the same area as figure 12.

Figure 12. difference map for target area.

Table 4. Accuracy assessment of UAV images
No. of grids compared MAE(m) RMSE(m) NMAD(m) 68.3 Quantile 95 Quantile

1602098 1.76 3.19 1.48 1.91 6.00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수변 유역의 변화 탐지, 재해 분석을

위한 연구의 선행 과정으로 UAV 영상에서 DSM을 취

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처리 결과 및 정확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변 유역의 특성상 다수의 GCP의 취득이

어려워 최소한의 GCP를 이용하여 EO 파라메터를 갱

신하였다. 영상의 품질, 그리고 센서모델의 정확도를 고

려하여 여러 장의 영상 페어별로 스테레오 정합을 수행

하였으며, 이들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DSM

을 생성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DSM은 0.2 m

의 해상도로 생성하였으며, 이를 0.5 m 해상도를 가지

는 LIDAR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분석해 보았다.

LIDAR 데이터와 실제 측량지점에서의 높이를 비교했

을 때 1.5 cm의 높이값 오차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해상

도는 낮지만 평지 및 일반 지형에서의 정확도를 판단하

기에 무리가 없는 수치라고 판단된다. 정확도 분석결과

모든영역에서 3.19 m RMSE, 1.76 m MAE 그리고 1.48 m

의 MAD 수치가 계산되었으며, 주된 과대 오차의 원인

으로는 구조물의 경계면, 고층 구조물, 텍스처 정보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EO 파일의 부정확성으로 인

한 기하학적 오류로 인해 전체적으로 3 m 내외의 오차

가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경계면 등에서

의 오차를 분석하기 위해 보다 높은 정밀도/정확도를

갖는 지상 LIDAR와 같은 DSM을 사용해야 필요성이

있으며, 가능한 경우 다수의 지점에 관한 D-GPS 측정

기준점등을 활용하여 정확도를 평가한다면 더 신뢰할

수 있는 DSM의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더욱 정확

한GCP의 취득 및 적용으로 센서모델을 갱신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DSM의 생성 시도를 해야 하며, 그 외에

도 수변 영역의 처리에 적합한 파라메터의 조정, 후처

리 방안 등이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

구의 목표에 맞게 실제 피해지역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DSM을 이용한 정량적인 피해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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