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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기반 UAS 영상 재현 알고리즘 및 필터링 기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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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UAS Imag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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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en source is a key growth engin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ntinuous 
development and use of various algorithms for image processing is exp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UAS image processing open source based algorithm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water reproduction and moving object filtering function and the 
time required for data processing in 3D reproduction. Five matching algorithms were compared 
based on recall and processing speed through the ‘ANN-Benchmarks’ program, and HNSW 
(Hierarchical Navigable Small World) matching algorithm was judged to be the best. Based on this, 
108 algorithms for image processing were constructed by combining each methods of 
triangulation, point cloud data densification, and surface generation. In addition, the 3D repro-
duction and data processing time of 108 algorithms for image processing  were studied for UAS 
(Unmanned Aerial System) images of a park adjacent to the sea, and compared and analyzed with 
the commercial image processing software ‘Pix4D Mappe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algorithms 
that are good in terms of reproducing water and filtering functions of moving objects during 3D 
reproduction were specified, respectively, and the algorithm with the lowest required time was 
select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algorithm was verified by comparing it with the result of 
‘Pix4D Mapper’.

Keywords: Open source, Image processing, Algorithm, Filtering

1. 서  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하 ‘오픈소스’)는 여러 소속 

및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누구

나 무료 제작·배포가 가능하고 내부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이

라는 매우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상업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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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개발에 큰 역할을 한다(박

주병·양해술 2012; 김병선 2018; 김영종·송상효 2020).

오픈소스 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동향을 고찰하면 유럽 집행위원회(EC)의 자유 소프트

웨어 워킹그룹 구성, 영국의 오픈소스 정책 수립, 미국

의 대통령 정보기술자문위원회 결성 등을 통해 오픈

소스의 활용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강혜경·임

용호 2016; 김민수·유정기 2016).

최근, 공간정보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QGIS, R, SNAP(Sentinel Application Platform), 

RTKLIB 등 다양한 오픈소스가 공개되었고, 기능 향

상 및 효용성 입증으로 인해 공간정보 교육은 물론 실

무 활용 분야 등에서 폭넓은 응용이 기대되고 있다. 특

히, UAS(Unmanned Aerial System) 기술과 융·복합

하여 측량 분야의 전통적인 사진측량기술(Photo-

grammetry),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및 컴퓨터 영상해석기

술(CV, Computer Vision)을 활용한 영상해석 오픈소

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김성진 2018; 손세

린·강영옥 2018; 이용창 2018; 한웅지 2019).

Sculpteo사에서는 ‘2020년도 베스트 사진 측량 소

프트웨어’로 MicMac, Meshroom, 3DF Zephyr free, 

Visual SFM, Colmap, Regard3D, OpenMVG, WebODM 

등 8가지 오픈소스를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단계별 해석 알고리즘과 소스코드가 공개된 해석과정

을 통해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방법과 주관적 선택으

로 유연한 영상해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반면, 상업

용 영상해석 소프트웨어인 Pix4D Mapper, Bently 

Context Capture, Agisoft Metashape 등은 해석 알고

리즘 상세가 비공개 되어있어 사용자는 단일 결과만

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UAS 영상에 물

과 이동체가 포함되는 경우 물의 과대오차 로 인해 

DEM(Digital Elevation Model)·DSM(Digital Surface 

Model) 생성의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정밀지

도 제작을 위해 이동체는 불필요한 요소로 필터링되

어야 한다.

최근, 다양한 오픈소스의 기능과 성능 비교연구 사

례가 국내·외적으로 다수 발표되고 있다. 국내 사례로

는 한웅지(2019)의 “오픈소스와 상업용 소프트웨어와

의 효용성 비교”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국외에서는 

Falkingham(2020)은 15개의 오픈소스 비교를 통해 

해석 과정, 처리 시간 등을 검토하였으나 다양하게 개

발된 영상해석 알고리즘을 사용자의 필요조건에 충족

할 수 있게 영상해석 알고리즘 선택 및 활용을 위한 연

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UAS 영상해석 오픈소스 기반 알

고리즘의 3차원 재현 중 물의 재현 및 이동체 필터링 

기능과 데이터 처리 소요시간을 중점으로 비교·분석

하여 효용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한 연구흐름도는 다음 Figure 1과 같다. 

UAS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지의 영상데이터를 취득 후 

영상해석 오픈소스를 통한 3차원 재현 결과를 고려한

다. 따라서, 물의 재현을 확인하기 위해 영역의 일부에 

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체는 사람과 차량으

로 구분하였으며 도보와 도로를 포함하여 획득한 데

이터를 통해 이동체 유무를 확인한다.

활용할 오픈소스는 Mardy(2017)의 ‘Overview of 

different photogrammetry programs’ 및 Falkingham 

(2020)의 ‘Free and Commercail photogrammetry 

software review:2020’을 참고하여 오픈소스 및 기법

을 선정 후, SIFT 기법 대비 높은 정확도와 추출 속도

가 장점인 A-KAZE 기법을 고려한다(홍성철·신휴성 

2020). 또한, ‘ANN-Benchmarks’ 프로그램의 벤치마

크(Benchmark) 결과를 통해 매칭 알고리즘의 Recall 

(재현율)·QPS(Queries per Second)를 분석한다. 분

석 결과 중 가장 양호한 매칭 알고리즘을 선정 후 삼각

측량, 조밀화, 표면생성 단계별 기법들을 조합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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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영상해석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본 연구에 활용한 오픈소스는 실세계 좌표 입력이 

불가능하여 상업용 소프트웨어와의 3차원 재현 결과 

비교는 영상데이터 내 상호표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활용한 오픈소스는 하드웨어의 CPU만을 사

용한 방식임을 고려하고 CPU와 GPU의 병렬처리 방

식을 사용 시 5.45배의 성능 향상 사례를 검토한다(한

수희·홍창기 2019; Falkingham 2020).

3. 영상해석 알고리즘

영상해석에서 각 영상의 특징점(Keypoint) 추출 후 

특징량(Descriptor)의 계산이 필수적이며 특징점은 

영상좌표(X, Y, scale space)를 의미하고 영상 속의 형

태나 크기, 위치가 변해도 식별이 가능하거나 카메라

의 시점 및 조명이 변해도 해당 지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점으로 추출된다. 특징량은 특징점 추출 후 위치 

및 스케일(Scale) 양을 계산한 값이다(Karami et al. 

2015; Frolova and Simakov 2020).

특징점 추출 및 특징량 계산 후 매칭을 위해 FLANN 

(Fast Library for Approximate Nearest Neighbors), 

KGraph, Brute Force, MRPT(Mobile Robot Pro-

gramming Toolkit), HNSW(Hierarchical Navigable 

Small World), Annoy, N2 등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Yilmaz and Karakus 2013; Suju and Jose 2017). 

Brute Force 매칭 알고리즘의 100% 재현율은 영상해

석 활용에 효율적이지 못하여 단점의 수정·보완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2013년에 재

현율과 처리속도를 타협한 Annoy 매칭 알고리즘은 

사용은 편리하나 성능의 저하가 있었으며 2016년 

HNSW와 N2 매칭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성능을 보완

하고 2017년에는 N2의 오픈소스화까지 발전하고 있

Figure 1. Research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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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칭 알고리즘의 평가지표로는 Recall·QPS, Recall· 

Build time 등을 사용한다. Recall은 Sensitivity 또는 

hit rate라고도 표현하며 재현율을 뜻하고 실제 True

인 것 중에서 알고리즘이 True라고 예측한 것의 비율

이다. 쿼리(Query)는 영상의 속성데이터를 조사하는 

것 또는 논리 연산 등을 의미하므로 QPS는 매칭 알고

리즘의 처리속도로 해석할 수 있다.

매칭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특징점 매칭 후 삼각측

량을 통해 카메라의 자세 및 영상기하를 재구성하는 

SfM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SfM 기법은 전통적인 사

진측량방법의 2차원을 넘어 3차원에서 카메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여 3차원 형상을 복원시키고 점군데이

터를 재현하는 기법이다. SfM 기법은 특징점을 추출

하고 매칭, 3차원 영상 재조정, 삼각측량, 번들조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합하여 표현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

서 사용할 SfM 기법들은 주로 번들조정 방식의 차이

로 나뉜다. 크게 Incremental SfM 기법 알고리즘과 

Global SfM 기법 알고리즘으로 나뉘며 Incremental 

SfM 기법의 경우 입력된 영상 순서 또는 선택한 영상

의 순서로 근접한 영상을 점진적으로 맞추며 점군데

이터를 생성해 나가는 방식이다. Global SfM 기법은 

입력된 영상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여 점군데이터를 생

성하는 방식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경우 적

은 소요시간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SfM 기법을 통해 생성된 점군데이터는 표면을 생성

하기에 부족하여 조밀화 과정이 필요하다. CMVS· 

PMVS, MVE, SMVS 등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며 CMVS· 

PMVS(Clustering views for Multi-View Stereo· 

Patch-based Multi-View Stereo)는 많은 수의 입력 

이미지에 맞게 확장되지 못한 MVS(Multi View 

Stereo) 알고리즘에 SfM을 함께 사용하는 기법이다. 

MVE(Multi View Environment)는 이미지 기반 지오

메트리(Geometry) 재구성을 위한 완벽한 End-to- 

End 파이프라인을 구현하며 MVS 및 표면 재구성의 

특징을 가진다. Langguth et al.(2016)는 SMVS 

(Shading-aware Multi View Stereo)는 이전 MVS에 

음영 기반 미세 조정 접근 방식을 모두 능가한다고 발

표하였다.

표면생성 기법에는 대표적으로 PSR(Poisson Surface 

Reconstruction) 기법과 FSSR(Floating Scale Sur-

face Reconstruction) 기법이 있으며 세부적으로 

Colored vertices와 textures가 있다(Fuhrmann and 

Goesele 2014). PSR 기법은 들로네 삼각 분할의 변형

으로 푸아송(Poisson) 방정식을 이용하여 삼각 분할

의 중앙 함수값으로 등가 곡면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FSSR 기법은 가장 근접한 특징점의 평균거리를 사용

하며 노이즈(Noise)의 중복성을 활용하여 재구현하는 

방식으로 하드웨어의 메모리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식

이다. 또한, PSR 기법과 비교하여 도시 규모의 표면 재

건 프로젝트까지 고려할 수 있는 기법으로 소개하였

다. Colored vertices는 주변 특징점의 색을 활용하여 

색상화하는 방식이며 Textures는 더 세부적으로 색상 

디테일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단계별 기법은 Table 1과 같으

며 기본적인 영상해석 과정을 바탕으로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특징점 추출, 특징점 매칭, 삼각측량, 조밀

화, 표면생성의 순으로 [Classic A-KAZE]-[Brute 

Force]-[Incremental Structure from Motion]- 

[CMVS·PMVS]-[PSR-Colored vertices]와 같은 방

식으로 각 단계의 기법을 하나씩 조합하여 영상해석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540가지

의 영성해석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으나 매칭 알고

리즘은 ‘ANN-Benchmarks’ 프로그램의 Recall·QPS 

결과를 통해 1가지를 선정하여 108가지의 영상해석 

알고리즘을 구성한다. 구성한 108가지 영상해석 알고

리즘은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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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상해석 획득 및 방법

본 연구의 영상데이터는 물의 재현, 이동체의 필터

링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바다와 인접한 공원의 

100x200m 범위로, 약 지반 65%, 도로 및 보도 25%, 

물 10% 영역의 UAS 영상을 활용한다. 또한, 데이터양

에 따른 영상해석 알고리즘의 특성 변화와 재현 소요

시간을 비교하기 위해 대상지의 20매, 50매 UAS 영상

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Table 2는 대상지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 

UAS의 제원이다. Table 3은 획득한 UAS 영상을 해석

하여 3차원 재현 결과 도출에 사용된 영상해석시스템 

제원이다.

Table 1. Methods used for image processing algorithm combination

Processing step Method

1st
Keypoint 
detector

Classic A-KAZE

2nd
Matching 
algorithm

Brute Force

KGraph

FLANN(Fast Library for Approximate Nearest Neighbors)

MRPT(Mobile Robot Programming Toolkit)

HNSW(Hierarchical Navigable Small World)

3rd Triangulation

Incremental Structure from Motion (Use image pair with highest matches)

Incremental Structure from Motion (Stellar initialization)

Old Incremental Structure from Motion

Global Structure from Motion - L1 rotation averaging (L1 minimization)

Global Structure from Motion - L1 rotation averaging 
(L2 minimization of sum of squared Chordal distances)

Global Structure from Motion - L1 rotation averaging (Soft L1 minimization)

Global Structure from Motion - L2 rotation averaging (L1 minimization)

Global Structure from Motion - L2 rotation averaging 
(L2 minimization of sum of squared Chordal distances)

Global Structure from Motion - L2 rotation averaging (Soft L1 minimization)

4th Densification

CMVS·PMVS (Clustering views for Multi-View Stereo · Patch-based Multi-View Stereo)

MVE(Multi-View Environment)

SMVS(Shading-aware Multi-View Stereo)

5th
Surface

(Meshing &
Texturing)

PSR(Poisson Surface Reconstruction)-Colored vertices

PSR(Poisson Surface Reconstruction)-Textures

FSSR(Floating Scale Surface Reconstruction)-Colored vertices

FSSR(Floating Scale Surface Reconstruction)-Te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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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교･분석

추출한 특징점의 재현율 및 처리속도에 영향을 주

는 매칭 알고리즘 선정, 해석된 결과를 토대로 생성되

는 DEM, DSM의 오차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의 재현, 

정밀지도 제작의 불필요한 요소인 이동체의 필터링, 

영상해석 알고리즘의 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재현 소

요시간, 상대적인 재현 정확도의 지표가 되는 상호표

정 등을 다음과 같이 비교·분석하였다.

5.1. 매칭 알고리즘 선정

Figure 2는 ‘ANN-Benchmarks’ 프로그램의 비교 

결과이다. 가로축은 재현율(Recall)을 나타내고 세로

축은 처리속도(QPS)를 나타내어 그래프의 특성상 우

측 상단에 분포될수록 양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밴치

마크 결과, Brute Force와 KGraph는 재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처리 속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본 연구에 적

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 판단하였다. FLANN은 재

현율과 처리속도가 모두 낮은 결과를 보여 배제하였

고재현율과 처리속도가 높은 MRPT와 HNSW 중 

HNSW 매칭 알고리즘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

여 선정하였다.

5.2. 3차원 재현

선정된 HNSW 매칭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오픈소스

의 단계별 기법들을 조합하여 108가지의 영상해석 알

고리즘을 구성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108가지 영상

해석 알고리즘의 결과, 20매와 50매의 UAS 영상을 통

해 각 74개의 재현 결과만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Densification 단계에서 CMVS·PMVS 기법을 사용할 

Table 2. Specifications of UAS

UAS

UAV Camera

Model Phantom4 pro v2.0 Model FC6310

Wing type 4 rotary wings FOV 84°

Weight 1375g Focal length 8.8mm

Flight time about 30min ISO 100~3200(Auto)

Satellite positioning system GPS/GLONASS resolution 5472 x 3078

Gimbal control range Pitch : -90° ~ +30° Sensor 1" CMOS, Effective pixel 20M

Table 3. Specifications of image processing system

Configuration Model

CPU AMD RYZEN 7 1700 Eight-Core Processor

RAM SAMSUNG DDR4 PC4-21300 32GB (16Gx2)

VGA(GPU) Geforce GTX 1070 D5 8GB

SSD WD Black M.2 NVMe 250GB

OS Windows 10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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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영상해석 알고리즘의 특성상 Surface 단계의 

FSSR-Colored vertices와 FSSR-Textures 기법은 

사용하지 못하여 18가지 영상해석 알고리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Densification 단계에서는 SMVS 

기법의 특성으로 인해 16가지 영상해석 알고리즘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5.2.1. 물의 재현

108가지 영상해석 알고리즘을 통해 도출된 74개의 

재현 결과와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물의 재현 비교 기

준을 Figs. 3과 같이 설정하였다. 특히, 영상해석에서 

물의 재현은 과대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상단

과 측면 모두 형상 비교하였다. Figure 3(a)는 74개의 

재현 결과 중 Surface 단계에서 PSR–Textures 기법

을 사용한 경우로 20매와 50매 모두 양호한 물의 재현

이 가능하였다. PSR–Textures 외의 다른 기법을 사

용할 경우 Figure 3(b)와 같은 물의 재현 결과를 도출

하였으며 Figure 3(c)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결과처럼 

물의 과대오차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5.2.2. 이동체 필터링

이동체 필터링은 사람과 차량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Figure 4와 같다. 74개의 재현 결과 중 Surface 단계

에서 PSR–Colored vertices 및 FSSR-Colored 

vertices 기법을 사용한 영상해석 알고리즘을 통해 20

매와 50매 모두 이동체 필터링 기능을 확인하였다. 특

히, Figure 4(b)에서 재현된 캐노피(Canopy)성분이 

Figure 4(a)에서는 재현되지 않고 가려져 있던 평상과 

도로가 뚜렷하게 나타나 부분적 캐노피 필터링 기능

까지 확인하였다. 차량의 경우 Figure 4(a)에서는 필

(a) (b) (c)

(d) (e)
Figures 2. Five matching algorithms comparison of Recall · QPS using ‘ANN-Benchmarks’ software 
          (a) Brute Force (b) KGraph (c) FLANN (d) MRPT (e) H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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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 되었으나 품질의 저하가 있었고 Figure 4(c)에서

는 품질의 저하는 없었으나 차량의 잔상이 남아있었

다. 이는 신호에 의해 정차된 차량이 일부 영상에 담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5.3. 재현 소요시간

재현 소요시간 비교 또한 20매와 50매 UAS 영상을 

활용하여 검토하였다. 우선,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재

View Water reproduction

Top

(a) (b) (c)

Side

(a) (b) (c)

Figures 3. Criterion for reproducibility of water
          (a) Good reproduction (b) Bad reproduction (c) Reproduced with Commercial software

View Moving object filtering & Canopy filtering

People

(a) (b) (c)

Cars

(a) (b) (c)

Figures 4. Criterion for filtering people and cars on the move
          (a) Filtered (b) Unfiltered (c) Filtering with Commercial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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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요시간은 Tables 4와 같으며 품질보고서 생성 시

간을 제외한 소요시간이다. 영상해석 과정 모두 디폴

트값(Default value)으로 설정하였으며 오픈소스와의 

비교를 위해 영상 내의 메타데이터(Metadata)만을 사

용한 상호표정 결과이다.

Figure 5는 20매, 50매의 108가지 영상해석 알고리

즘을 통해 도출된 74개 재현 결과의 전처리 재현 소요

시간이며 동일한 영상데이터를 사용하였으나 확연한 

편차를 보였다. Table 5는 108가지 영상해석 알고리

즘의 단계별 기법의 처리 소요시간을 종합적으로 정

리한 것으로 Triangulation 단계의 기법들은 대체로 

비슷한 소요시간을 나타냈으면 주로 Densification과 

Surface 단계의 기법들에서 큰 편차를 보였다.

Table 6은 108가지 영상해석 알고리즘을 통한 74개 

재현 결과의 최소, 최대 재현 소요시간으로 20매의 경

우 최소 소요시간은 14분 30초, 최대 소요시간은 3시

간 35분 58초로 약 14.9배 편차가 나타났다. 50매의 

경우 최소 소요시간은 48분 52초, 최대 소요시간은 16

시간 47분 5초로 약 20.6배 편차가 났다. 또한, 20매, 

50매의 재현 최소, 최대 재현 소요시간의 영상해석 알

고리즘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Table 6의 최소 소요시

간을 기준으로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소요시간과 비교

하였을 때 큰 편차를 확인하였으나 오픈소스의 처리

방식이 CPU만을 사용하는 방식인 것과 CPU만을 사

Figures 5. Image processing total time required

Tabels 4. Reproduction time required of com-
mercial software

20 Images Time required (h : m : s)

Point cloud 0:01:07

Densification 0:01:29

Surface 0:01:45

Total 0:04:21

50 Images Time required (h : m : s)

Point cloud 0:03:56

Densification 0:04:48

Surface 0:02:59

Total 0:11:43

20 Images

50 Images



김태희 · 이용창

164   「지적과 국토정보」 제50권 제2호. 2020

Table 5. Time required for each image processing step

Step Method
Time required (h : m : s)

20 Images 50 Images

Matching
algorithm

HNSW 0:07:38 0:31:34

Triangulation

Incremental Structure from Motion 
(Use image pair with highest matches)

0:01:12 0:03:22

Incremental Structure from Motion (Stellar initialization) 0:01:33 0:03:39

Old Incremental Structure from Motion 0:04:10 0:03:14

Global Structure from Motion - L1 rotation averaging 
(L1 minimization)

0:00:45 0:03:24

Global Structure from Motion - L1 rotation averaging 
(L2 minimization ofr sum of squared Chrodal distances)

0:00:46 0:03:12

Global Structure from Motion - L1 rotation averaging 
(Soft L1 minimization)

0:00:46 0:03:10

Global Structure from Motion - L2 rotation averaging 
(L1 minimization)

0:00:46 0:03:15

Global Structure from Motion - L2 rotation averaging 
(L2 minimization of sum of squared Chordal distances)

0:00:46 0:03:12

Global Structure from Motion - L2 rotation averaging 
(Soft L1 minimization)

0:00:47 0:03:08

Step 20 Images

Number of successful 
method

Time required (h : m : s)

Total Success Minimum Maximum Average

Desification

CMVS·PMVS 9 9 0:05:54 0:09:09 0:06:50

MVE 9 9 0:18:15 0:19:42 0:18:38

SMVS 9 5 2:02:07 2:36:19 2:14:29

Surface

PSR-Colored vertices 27 23 0:00:12 0:01:05 0:00:26

PSR-Textures 27 23 0:01:38 0:02:50 0:01:51

FSSR-Colored vertices 27 14 0:03:10 0:43:11 0:16:34

FSSR-Textures 27 14 0:04:58 1:09:27 0:26:14

Step 50 Images

Number of successful 
method

Time required (h : m : s)

Total Success Minimum Maximum Average

Desification

CMVS·PMVS 9 9 0:13:52 0:19:33 0:16:02

MVE 9 9 0:56:27 1:00:05 0:58:24

SMVS 9 5 7:19:45 12:49:10 9:05:42

Surface

PSR-Colored vertices 27 23 0:00:16 0:02:45 0:00:58

PSR-Textures 27 23 0:02:11 0:05:14 0:03:01

FSSR-Colored vertices 27 14 0:15:29 2:33:56 0:58:01

FSSR-Textures 27 14 0:24:20 4:27:59 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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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처리방식보다 CPU와 GPU의 병렬처리 방식을 

사용할 경우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4. 상호표정 비교

상호표정의 결과는 영상해석 알고리즘에 따라 표정

의 방향이 변화할 수 있어 다음 Figure 6과 같이 스케

일을 통해 결과를 비교하였다. 오픈소스를 활용한 108

가지 영상해석 알고리즘의 74개 재현 결과는 X축이 

5.145mm, Y축이 4.756mm이며 약 1.08:1 상호표정 

비율로 재현되었다. 또한,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상호

표정 결과는 X축이 188.354mm, Y축이 174.423mm

로 108가지 영상해석 알고리즘 결과와 같은 약 1.08:1

의 상호표정 비율로 재현되었다. Z축의 경우 본 연구

에 활용한 UAS 영상데이터가 수직영상임을 고려하여 

양호한 상호표정 결과를 도출하였다.

6. 결론

본 연구는 UAS 영상해석 오픈소스의 다양한 알고

리즘의 특성을 고찰하여 효용성을 검토하고자 수행되

었다. 매칭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108가지 영상해석 알

고리즘을 구성하고 3차원 재현, 재현 소요시간, 상호

표정 결과를 상업용 영상해석 소프트웨어와 비교·분

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Brute Force와 KGraph 매칭 알고리즘은 재

현율이 매우 높아 정교한 재현율을 요하는 경우에 활

용이 가능하나 처리 속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소프트

웨어 및 하드웨어에 제한적이다. FLANN 매칭 알고리

즘은 재현율과 처리속도가 모두 낮은 반면 MRPT와 

HNSW 매칭 알고리즘은 재현율과 처리속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매칭 알고리즘의 활용에 따른 

3차원 재현율과 소요시간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물의 재현 결과 20매와 50매 모두 Surface 단

Table 6. Algorithm of minimum and maximum time required for reproduction

Step Minimum Maximum

Keypoint
detector

Classic A-KAZE Classic A-KAZE

Matching
algorithm

HNSW HNSW

Triangulation

20 Images L1 minimization 20 Images
Old Incremental Structure 

from Motion

50 Images Soft L1 minimization 50 Images
Incremental Structure 

from Motion

Densification CMVS·PMVS SMVS

Surface PSR-Colored vertices FSSR-Textures

Time required 
(h : m : s)

20 Images 0:14:30 20 Images 3:35:58

50 Images 0:48:52 50 Images 16:47:05

(a) Open source software (b) Commercial software

Figure 6. Image processing reproduc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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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PSR(Poisson Surface Reconstruction)–Tex-

tures 기법 사용 시 가장 양호하였다. PSR–Textures 

외의 기법 사용 시 물의 재현이 어려웠으나 과대오차

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PSR의 중앙 함수값으로 등

가 곡면의 추출과 Textures의 세부 색상 디테일 강조

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동체인 사람과 차량의 필터링은 Surface 단

계에서 PSR–Colored vertices 및 FSSR(Floating 

Scale Surface Reconstruction)-Colored vertices 기

법을 사용한 알고리즘에서 필터링이 가능하였다. 또

한, 캐노피(Canopy)성분에 의해 가려져 있던 평상 및 

도로가 재현되어 부분적 캐노피성분 필터링 성능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동체 필터링 기능을 보인 영상해

석 알고리즘에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

의 이상점(Outlier)을 근사시켜 필터링하는 방법과 유

사한 방식의 기법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오픈소스를 활용한 108가지 영상해석 알고리

즘의 재현 최소, 최대 소요시간 편차는 약 14.9배(20

매), 20.6배(50매)로 영상의 매수가 많아질수록 알고

리즘의 활용도가 증가하였다. 예로 Densification 단

계의 CMVS·PMVS 기법과 Surface 단계의 PSR- 

Colored vertices 기법이 조합된 알고리즘은 최소 소

요시간 경향을 보였으나 물과 이동체·캐노피를 포함

할 경우 재현 및 필터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물의 재현, 이동체·캐노피 필터링, 재현 소요시

간 등 사용자의 필요조건에 따라 영상해석 알고리즘

의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상업용 소프트웨어 

대비 재현 소요시간의 큰 편차를 나타내었으나 CPU

와 GPU의 병렬처리 도입을 통해 편차가 좁혀질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픈소스를 활용한 108가지 영상해석 알고리즘과 

상업용 소프트웨어로 처리된 상호표정 결과 중 재현 

대상의 형상 비율이 유사하여 지상기준점 적용 시 대

등한 절대표정 영상해석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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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오픈소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다양한 영상해석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개발과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UAS 영상해석 오픈소스 기반 알고리즘의 3차원 재현 중 물
의 재현 및 이동체 필터링 기능과 데이터 처리 소요시간을 중점으로 비교·분석하여 효용성을 검토하
는 것이다. 5가지 매칭 알고리즘을 ‘ANN-Benchmarks’ 프로그램을 통해 재현율 및 처리속도 기준으로 
비교하였고 HNSW(hierarchical navigable small world) 매칭 알고리즘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삼각측량, 점군 데이터 조밀화, 표면생성의 단계별 기법들을 조합하여 108가지 
영상해석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또한, 바다와 인접한 공원의 UAS(unmanned aerial system) 영상을 
대상으로 108가지 영상해석 알고리즘의 3차원 재현 및 데이터 처리 소요시간을 고찰하고 상업용 영
상해석 소프트웨어 ‘Pix4D Mapper’와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3차원 재현 중 물의 재현 및 이동
체 필터링 기능 면에서 양호한 알고리즘을 각각 특정하였고 소요시간이 가장 낮은 알고리즘을 선정, 
‘Pix4D Mapper’ 처리 결과와 비교하여 알고리즘의 효용성을 입증하였다.

주요어 : 오픈소스, 영상해석, 알고리즘, 필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