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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레이저스캐닝과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3D모델링과 실제 수목 사이의 재현 특성(수형, 
질감, 세부 치수)을 비교분석하여 그 활용성을 밝히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포토그래메트리(Pix4d)와 3D스캐너(Faro 
S350)를 이용하여 향나무를 3D모델링으로 재현하였다. 연구 결과 3D스캐닝과 포토그래메트리 모두 높은 재현성을 

보였다. 특히 원거리에서 UAVs로 촬영한 포토그래메트리에 비해, 3D스캐닝 기술은 수피와 잎의 재현에 있어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수목의 세부 치수를 비교한 결과, 실제 수목과 3D스캐닝 사이의 오차는 1.7~2.2%로 스캐닝 

결과가 실제 수목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실제 수목과 포토그래메트리 사이의 오차는 0.2~0.5%로 포토그래메트리에 

의한 모델링이 실제 수목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수목의 가상 3D모델링 구현특성을 살핌으로써, 향후 BIM
을 위한 조경수목 DB 구축, 증강현실 연계 조경 설계 및 경관 분석, 노거수의 보전 등의 활용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The technology in 3D modelling have advanced not only maps, heritages, constructions but also trees modelling. By laser 
scanning(Faro s350) and photogrammetry software(Pix4d) for 3D modelling, this study compared with real coniferous tree 
and both technology's results about characteristics of shape, texture, and dimensions. As a result, both technologies all 
showed high reproducibility. The scanning technique showed very good results in the reproduction about bark and leaves. 
Comparing the detailed dimensions on it, the error between the actual tree and modelling with scanning was 1.7~2.2%, 
and the scanning result was larger than the actual tree. The error between the actual tree and photogrammetry was only 
0.2~0.5%, which was larger than the actual tree. On the other hand, the dark areas‘s modelling was not fully processed.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basic research that can be used for tree DB on BIM for the landscape architecture, 
landscape design and analysis with AR technology, historical tree and heritag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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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는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가상으로 3D모델링을 구현하였던 수목 모델을 

실제 수목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

였다. 대표적으로 3D 레이저스캐닝(Laser Scanning)과 

2장 이상의 사진만 있으면 3D모델링으로 구현할 수 있

는 소프트웨어인 Digital Photogrammetry(이하 포토그

래메트리)가 등장하였다. 레이저스캐닝 기술은 주로 대

형 토목구조물, 건축물, 특히 역사유산을 조사하고 기록

하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다.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포토그래메트리 기술은 UAVs(Unmanned Aerial vehicles) 
를 이용한 지형 제작 및 생태 분석, 역사유산의 터 및 세

밀한 구현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1][2]. 반면 수목을 

주로 다루는 조경 분야에서 레이저스캐너는 고가의 대

형공간을 주로 촬영하는 장비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이

용이 저조한 편이었으나, 최근 범용성 높은 포토그래메

트리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증가

하고 있다. 주로 기존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의 대안으로

써 정확한 지형 제작 및 열 센서 등을 이용한 수목 특성 

분석 등의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다시 말해 모델링

(modelling)보다는 지도화(mapping) 기술을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다. 수목 자원에 관한 3D모델링에 관한 연

구는 아직 활발하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건

조물에 비해 수목의 경우 구현 자체가 어렵고 그 상업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스캐너와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제 수목의 재현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수목과 두 기술의 

재현 특성과 차이를 살피고 그 활용성을 밝히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실제 수목, 레이저스캐너와 포토그래메트

리로 구현된 3D모델링에서 수형, 질감, 세부 치수를 중

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Ⅱ. 관련 연구 동향 및 연구 방법

2.1. 관련 연구 동향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포토그래메트리란 사진측량의 

일종으로 접촉하지 않은 대상물을 정량적으로 위치를 

해석하고 정성적인 특성을 해석할 수 있다. 정량적으로

는 위치, 형상, 크기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정성적으로는 

피사체의 특성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물의 촬영에 유용하나, 그림자 및 사각 지역의 피사

체 식별에는 단점을 보이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 레이저

스캐닝 기술은 포토그래메트리에 포함될 수 있지만, 최
근의 3D스캐닝을 이용한 모델링과 2장 이상의 사진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모델링은 기술 및 장비 차원에서 명

확히 구분되고 있다[3][4]. 조경 관련 분야에서 포토그

래메트리 기술은 주로 UAVs를 이용하고 있는데 기존 

항공사진에 비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고 경제적으로 데

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생동물 및 식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

다. 대표적으로 UAVs를 이용하여 제작한 정사영상 지

형도와 위성지도를 비교분석하여 UAVs를 이용한 지도

의 정확도와 효용성을 평가하였다[5][6]. UAVs와 포토

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DSM(Digital Surface 
model) 구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별 수목의 수고 

측정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각 수목의 수종 특성까지 구

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유사 연구로 UAVs 사진촬영만

으로 기존 고가의 LIDAR영상에 비해 저렴하게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정확도 높은 사진으로 수목의 수관

과 수목의 높이를 측정하였다[7][8]. 이러한 연구는 모

델링보다는 지형(mapping) 관련 연구라 할 수 있다. 지
형이 아닌 3D모델링 관련한 연구로는 역사유산과 관련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소쇄원의 전통조경시설물을 3D모델링으로 

구현하였고[1], 마애여래석상을 대상으로 3D스캐너와 

포토그래메트리 기술의 정확도를 비교분석하여 포토그

래메트리의 유용성을 밝혔다[9]. 이처럼 조경 분야에서 

3D스캐너의 이용은 주로 역사유산을 3D 모델링으로의 

재현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가격경쟁력 및 

범용성이 좋은 Agisoft Photoscan, Pix4D 등의 포토그래

메트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모델링 연구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는 UAVs을 이용하여 실제 수목을 촬영하였

고, 촬영한 사진은 포토그래메트리 소프트웨어인 Pix 
4D를 사용하여 3D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그림1과 같이 

레이저스캐너는 상대적으로 휴대성이 용이한 Faro S350 
(0.6~350m 허용거리)를 이용하였다. 촬영은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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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에 오전 11시 ~ 오후 1시까지 진행하였다. 대상지는 

충청북도 청주지역의 개방된 공간의 향나무를 선택하

였으며, 침엽수인 향나무는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수

형이 일관적이어서 선택하였다. UAVs 촬영은 팬텀 4와 

장착카메라는 DJI FC330을 사용하였다. 장착된 카메라

는 iso 100, F 2.8, 노출시간 1/500초, 4000x3000픽셀, 
72dpi 기준으로 촬영하였다. UAVs은 2인 1조로 촬영하

였고 사전 촬영을 통해 UAVs의 비행방향을 설정하였

다. UAVs는 3회 회전(하단, 중단, 상단)하며 총 107장을 

촬영하였으며, 촬영한 사진은 Pix 4D mapper ver.4.333
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촬영한 사진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자동으로 위성지도에 배치하며 촬영한 사진을 

칼리브레이트 하였다. 타이포인트는 자동으로 생성되

며 이어 포인트클라우드를 실행한 후 삼각메쉬 작업을 

진행하였다. 레이저스캐너는 3개 지점에서 촬영하였고, 
촬영한 데이터는 Context Capture를 사용하여 처리하였

으며, 이후 3D모델링은 Autodesk Recap과 Navisworks 
2016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Context Caputre를 이용

한 모델링은 용이하였으나, 이를 3D 모델링으로 재구현

함에 있어 파일 호환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 분석용 

컴퓨터는 Intel core i7-8700K, 64GB, NVIDIA Geforece 
GTX 1080을 사용하였다. 수목 재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 시점의 이미지를 비교하였고, 질감을 비교

하기 위하여 수피와 잎의 표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어 

실제 구현된 세부 수치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수목의 

주요 부위 높이 5곳, 폭 5곳, 가지 12곳을 선정하였다. 각 

지점의 3D모델링과 실세 수목의 수형을 측정하여 각각

의 평균값으로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Drone & camera 3D Scanner Photogrammetry 
software

Equip
ment

View

Fig. 1 Equipments and views on 3D tree modelling

Ⅲ. 결과 및 고찰

3.1. 3D스캐너와 포토그래메트리의 일반적 수목 재현 특성

연구결과 그림2와 같이 실제 수목 촬영 사진과 3D스

캐너, 포토그래메트리를 이용한 모델링을 비교하면 두 

기술 모두 수목을 상세하게 재현해 내며, 실제 수목의 

수형과 거의 동일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질감의 재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향나무 수피와 잎의 재현 정도

를 가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수피 표현에서는 3D스캐너

가 포토그래메트리에 비해 높은 재현성을 보였다. 이는 

UAVs에 장착된 사진기의 해상도가 낮다는 점에서 향

후 고성능 사진기로 촬영할 경우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다만 UAVs 촬영 시 일정거리가 유지될 것이므로 

재현성이 높아지더라도 3D 스캐너가 보다 우수할 것으

로 예상된다. 3D스캐너를 이용한 향나무 수피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제 수목과 유사한 질감을 표현하고 있지

만, 향나무 수피의 특성상 작은 수피들의 일부는 강조되

어 두드러지거나 일부는 구현되지 않는 부분도 파악할 

수 있었다. 잎의 경우, 실제 향나무와 전체적으로는 유

사하게 표현되었지만 확대하여 작은 잎 하나하나를 살

펴보면 잎을 세밀하게 구현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3D모델링이 폴리곤 형태로 구현하기 때문임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재현하였다고 평

가할 수 있다. 포토그래메트리를 이용한 모델링에서 향

나무 수피의 재현과 마찬가지로 잎의 재질감 재현성 또

한 낮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진의 해상도

에 따른 결과임과 동시에 폴리곤의 개수 차이에 따른 것

임을 알 수 있다. 실제 3D스캐닝 모델링 결과를 일반 3d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Autodesk Recap과 

Navisworks로 *.3ds로 변환한 그림 2의 이미지를 살펴

보면 수형과 재질감의 재현성이 현저히 낮은데, 이는 데

이터 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부분 축약하여 표현하

였기 때문이다. 
3D스캐닝과 포토그래메트리 모델에서도 일부 단점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수목의 어두운 부분의 경우 정확

하게 구현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역광이 

발생한 사진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자 부

분의 모델링 구현에서도 두 기술의 차이를 보이는데, 
3D스캐닝 모델링 결과에서는 빈 공간으로 나타난 반면, 
포토그래메트리에서는 자동으로 둥그렇게 윤곽 처리하

여 모형과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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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iferous tree photos 3D scanning modelling Photogrammetry modelling

Shape

Top view

Expression on 
the bark of Coniferous tree

Expression on 
the leaf of Coniferous tree

Expression on shadow area 
of Coniferous tree

Modelling on backlight area 
and exporting data

Backlight photos Exported the modelling
by Autodesk Naviworks

The defected 3D modelling 
of backlight

Fig. 2 Comparison with the tree, 3D scanning modelling and photogrammetry modelling

Height Width Diameter and circumference 
length

Measurement standards

Fig. 3 Measurement standards on the comparison of Coniferous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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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제 수목, 3D스캐너와 포토그래메트리의 세부 모델링 

특성 비교

실제 수목과 3D스캐너, 포토그래메트리의 세부적 모

델링 구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3과 같이 수목 

높이, 폭과 가지 둘레 길이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수목

의 높이는 모두 5곳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비교하였

다. 실제 수목 측정값의 평균은 222.4cm, 3D스캐닝은 

227.2cm, 포토그래메트리는 223.2cm로 확인하였다. 표
1과 같이 실제 수목 측정값과 포토그래메트리의 오차는 

0.8cm(0.3%)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실제 수목 측정값과 

3D스캐닝의 오차는 4.8cm(2.1%)로 나타났다. 다만 각

각의 모델링 높이 측정에서 지형이 고르지 못하고 일부

는 작은 구릉이 있어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측정값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폭의 경우 지형문제가 해

결되며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표2와 같이 

실제 수목 측정값의 평균은 211.2cm, 3D스캐닝은 

214.8cm, 포토그래메트리는 210.8cm로 측정되었다. 실
제 수목 측정값과 포토그래메트리의 오차는 0.4cm(0.2%)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실제 수목 측정값과 3D스캐닝의 

오차는 3.6cm(1.7%)로 나타났다. 앞서 재질의 재현성이 

높았던 3D스캐닝보다, 실측과 포토그래메트리 측정 결

과가 보다 더 유사하게 나타났다. 
수목의 둘레 길이는 표3과 같이 총 12곳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실제 수목 측정값 중 지름 평균은 

18.1cm과 둘레길이 52.1cm, 3D스캐닝 중 지름은 

18.5cm와 둘레길이 58.0cm, 포토그래메트리의 지름은 

18.0cm와 둘레길이 56.6cm로 측정되었다. 실제 수목 측

정값과 포토그래메트리의 지름 오차는 0.1cm(0.5%)정
도에 불과하였으며, 실제 수목 측정값과 3D스캐닝의 오

차는 0.4cm(2.2%)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폴리곤 크기

가 큰 포토그래메트리 모델링은 스냅이 잡혀 cm 단위로 

측정되어 오차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적으

로 실측과 유사하게 평균이 측정되었다. 둘레길이의 경

우 오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3D스캐너와 포토그래메트

리 모델링 프로그램의 경우 둘레길이 측정이 지름을 기

준으로 둘레를 계산하였으나 실제 수목은 타원형이어

서 넓은 부분의 둘레를 측정함에 따라 작게 측정되었다. 
전체적으로 실제 수목과 포토그래메트리의 오차는 0.2 
~0.5%로 나타났으며, 3D 스캐너의 경우 1.7~2.2% 정도

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Table. 1 Comparison with height on the tree   Unit: cm

　 Coniferous tree 3D scanning 
modelling

Photogrammetr
y modelling

A 296.0 296.0 290.0 

B 228.0 234.0 231.0 

C 222.0 232.0 231.0 

D 188.0 192.0 182.0 

E 178.0 182.0 182.0 

Average 222.4 227.2 223.2 

Table. 2 Comparison with width on the tree    Unit: cm

　 Coniferous tree 3D scanning 
modelling

Photogrammetr
y modelling

a 309.0 314.0 308.0

b 254.0 256.0 255.0 

c 131.0 130.0 129.0 

d 193.0 198.0 192.0 

e 169.0 176.0 170.0 

Average 211.2 214.8 210.8

Table. 3 Comparison with branches of diameter and 
circumference length(CL) on the tree           Unit: cm

　
Coniferous tree 3D scanning 

modelling
Photogrammetry 

modelling

Diameter CL Diameter CL Diameter CL
1.1 10.5 32.0 10.6 33.3 10.0 31.4 

1.2 11.2 32.0 11.3 35.4 11.0 34.5 
1.3 11.5 36.0 11.5 36.2 11.0 34.5 

Average 11.1 33.3 11.1 34.9 10.7 33.5 
2.1 22.0 59.5 22.1 69.5 21.0 65.9 
2.2 19.5 53.2 19.8 62.1 19.0 59.7 
2.3 17.0 50.2 17.8 55.9 18.2 57.1 

Average 19.5 54.3 19.9 62.5 19.4 60.9 
3.1 12.0 36.0 12.7  39.8 12.0 37.7 
3.2 12.0 36.0 12.6  39.4 12.0 37.7 
3.3 11.8 35.8 12.2 38.4 11.0 34.5 

Average 11.9 35.9 12.5  39.2 11.7 36.6 
4.1 28.0 82.0 29.3 92.0 29.0 91.1 
4.2 29.0 83.0 30.7 96.4 31.0 97.3 
4.3 33.0 90.0 31.1 97.6 31.0 97.3 

Average 30.0 85.0 30.4 95.3 30.3 95.2 

Total
Average 18.1 52.1 18.5 58.0 18.0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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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발전하고 있는 포토그래메트리와 레

이저스캐닝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3D 프로그램으로 가

상적으로 구현하였던 수목을, 실제 수목에 기반하여 재

현할 수 있음을 보이고 각 기술의 차이와 향후 활용 가

능성을 살피는데 목적이 있다. 
UAVs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재현한 포토그래메트리

과 레이저스캐닝 기술로 재현한 수목 수형 모두 실제 수

목과 충분히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양쪽 기술 

모두 수목 수형 구현에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
히 UAVs에 장착된 사진기에 비해 3D스캐너는 재질 구

현에 있어 매우 좋은 품질을 보였다. 다만 3D스캐너는 

UAVs에 비해 약 20배 이상 고가라는 점은 범용성에 분

명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3D스캐너의 경우 수목 1개를 

위해 3개 지점에서 촬영해야 하지만, UAVs의 경우 동

시에 여러 수목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노거수, 특수목 등처럼 중요한 개별 

수목의 재현성이 높아야할 경우에는 3D스캐너가 유용

할 것이지만, 가로수, 농장 단위의 조경수와 같이 대량 

수목을 손쉽고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UAVs의 활

용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햇빛 등으로 인해 

형성된 어두운 부분은 두 기술 모두 잘 재현해 내지 못

하고 있었다. 이는 역광 등으로 인한 것이며, 향후 관련 

기술을 활용할 경우 촬영에 적합한 시간대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러모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건축물에 비

해 수목의 경우 정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워 수치 

측정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차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

어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 1cm만 옮겨도 약간의 높이 오

차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

하여 각 모델링을 측정할 때, 기준만을 확인하고 사전 

측정값을 보지 않고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지만 여전

히 기술에 따른 오차가 아닌 측정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역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후면

에 대한 수목 구현을 일부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수목을 가상공간에 3D모델링으로 구

현함에 있어 그 재현 특성을 밝히고, 향후 이를 통해 조

경 BIM, 증강현실로 구현한 환경 설계 및 경관 분석, 역
사적 가치가 있는 노거수 및 정원 유적의 DB 구축을 위

한 기초 연구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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