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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세계를 보다 효과 이고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기 해서는 변화된 지

역의 정확한 치정보 획득과 변화 결과의 빠른 도출을 한 자동화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변화탐지를 해 사용되어 온 항공사진이나 성 상은 자료 획득에 있어 날씨와 같은 자연환경의 

향을 많이 받으며, 자동으로 변화탐지를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다. 반면에 항공 

LiDAR 시스템은 상시스템과는 달리 날씨 등에 향을 상 으로 게 받으며, 지형지물에 

한 3차원 좌표 정보를 직  획득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처리하기에 매우 효율 이다. 본 연구에서

는 항공 LiDAR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도시지역의 시공간  변화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방법을 연구

하 다. 변화탐지의 상이 도시지역이므로 객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변화탐지를 

수행하 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서로 다른 시기에 획득된 항공 LiDAR 데이터이며, 두 데이터

간의 변화탐지를 해 먼  상호정합을 수행하 으며, 개별 객체를 추출하기 해 필터링과 

Grouping 과정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Grouping된 객체를 상으로 모양, 면 , 높이 변화를 비

교하여 변화를 탐지하 다. 객체의 외곽선과 내부 역의 모양을 표 하는 형상계수를 사용하므로 

수평방향의 객체에 한 기하학 인 모양 변화를 탐지할 수 있었으며, 객체의 높이값을 비교함으

로써 수직방향으로의 변화도 탐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객체 기반의 변화탐지 방법은 

91.67%의 체 정확도를 획득하 다.

1.  서    론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지역의 환경  

시설물 리와 계획을 해서는 3차원 지

형정보를 지속 으로 수정․갱신하여 정

보를 리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해서는 변화된 지역에 

한 정확한 치정보의 획득과 신속하고 

효율 인 자동화 처리작업이 요구된다. 

일반 으로 기존에 변화탐지를 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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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온 항공사진이나 성 상은 자료 

획득에 있어 날씨의 향을 많이 받고 자

동으로 결과를 처리하기에 작업량과 시간 

제약이 따른다.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는 공간상의 3차원 좌표를 날씨의 

향을 상 으로 게 받으며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어 기존의 사진측량 데이터를 

보완하는 용도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다. 특히, 국토는 시공간 으로  

다양한 변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한 한 모니터링을 해서 이를 3차원

으로 표  가능한 LiDAR 데이터의 활용이 

차 두되고 있다. 

LiDAR 데이터를 이용한 변화탐지에 

한 연구는 이종 센서의 데이터와 융합하거

나 LiDAR 데이터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단

순히 높이 차이 계산만을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Matikainen, Hyyppa와 

Kaartine(2004)은 LiDAR 데이터로 DSM을 

제작한 후 모양, 면 과 높이 정보를 이용

하여 건물 객체를 분류하고 이를 기존의 

구 건물지도와 비교하여 변화 지역을 탐지

하 다. Thuy, Matsuoka와 Yamazaki(2004)

는 서로 다른 두 시기에 획득한 LiDAR 데

이터를 격자화한 후 동일 격자의 높이 차

이를 히스토그램으로 작성한 후 평균과 표

편차를 이용하여 특정 신뢰구간을 벗어

나는 값을 변화지역으로 단하 다. 이와 

같은 방법은 결과 처리의 자동화에 어려움

이 있고 결과 정확도 향상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연구

에서는 LiDAR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객체 

기반으로 변화를 탐지하 고 높이 정보뿐

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변수를 용하여 

자동화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 

2.  객체 기반의 변화탐지 방 법

2.1 상호정합(Co-Registration)

변화탐지를 수행하기 해서는 서로 다

른 시기에 획득한 동일지역의 LiDAR 데이

터를 동일한 치 조건으로 맞춰주는 상호

정합 과정이 필요하다. 3차원  데이터를 

정합하는 가장 표 인 방법이 ICP 

(Iterative Closest Point) 알고리즘이다(Besl, 

1992). ICP 알고리즘은 두 데이터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을 찾고 찾아진 

 의 거리를 최소화 시키는 이동 변

와 회  변 를 찾는 과정을 반복한다. 

두 데이터 집합의 들 간 거리를 계산

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을 찾

은 후 한 데이터 집합을 기 으로 3차원 

강체 좌표변환을 수행하 다. 변환과정은 

원  이동(  )과 각 축에 한 회

(   )으로 이루어진다. 이동과 회  

변  변화량이 임계치 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두 데이터 집합이 동일한 치에 

놓이도록 맞춰주었다. 

2.2 건물 객체 분류

주요 변화탐지 상이 도시 지역이므로 

효과 인 결과 도출을 해서 건물 객체를 

분류한 후 연구를 수행하 다. 

필터링은 ICP 알고리즘을 용하여 정합

된 두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건물

후보 과 지면 을 구분하여 건물후보

만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해 상 

지역을 일정크기의 패치로 나  후 패치들 

간의 인 성도 고려하면서도 각 패치들에 

독립 으로 분할(segmentation)을 수행하는 

local maxima filter를 용하 다.

 Grouping 과정에서는 필터링을 통해 얻

어진 건물후보 들을 이용하여 개별 건물

에 한 그룹을 설정한다. LiDAR  데이

터를 같은 건물을 이루는 들끼리 묶어주

기 해서 건물 내부 만을 포함하는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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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으로 하여 region growing을 수행하

다. 이 과정을 통해 객체의 외곽선을 추

출하고 수목을 제거하 다.

2.3 동일 객체 매칭

객체 기반의 변화탐지를 수행하기 해 

입력된 두 LiDAR 데이터에서 동일한 치

에 있는 객체를 찾아주는 과정이 선행되어

야 한다. 이미 ICP 알고리즘을 통해 두 데

이터가 동일한 치로 정합된 상태이므로 

각 객체의 무게 심을 이용하면 응하는 

객체들의 정확한 치를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건물의 크기나 치 변화 혹은 

두 데이터 집합의 도 차이와 건물 사

이의 데이터 공백 차이로 인해 무게 심 

만을 비교하여 동일 객체를 검색하면 잘못

된 매칭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최소경계사각형

(Minimum Bounding Rectangle : MBR)을 각 

객체마다 결정한 후 두 객체 사이의 MBR 

포함 계도 고려하면 보다 정확하게 동일 

객체를 매칭할 수 있다. 무게 심과 MBR

의 포함 계를 이용하여 객체를 매칭할 때 

한 데이터 집합에서만 객체가 존재하여 매

칭이 되지 않으면 해당 객체를 새로(New) 

생겼거나 없어진(Demolition) 객체로 단

하 다. 그 지 않고 서로 동일한 치에

서 매칭이 될 때 객체 별로 모양, 면 과 

높이를 비교하게 된다. 

2.4 객체 모양 변화 비교

객체의 변화를 탐지하기 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양은 인간이 육안으

로 가장 쉽게 변화를 별할 수 있는 정보

이다. 

2. 4. 1 푸리에 서술자(Fourier Descriptor)

푸리에 서술자는 객체의 외곽선 형태 특

징을 푸리에 변환하여 생성되는 계수이다. 

정규격자 형태로 LiDAR 데이터를 처리하

기 때문에   평면에서 격자 형태로 변

환된 LiDAR 데이터를 개의 격자로 나타

낸다. 객체의 외곽선은 좌표열    

  로 표 될 수 있다. 이 표 방

법은 2차원으로 구성된 좌표 이 1차원의 

계수로 변환됨으로써 자료 처리가 더 쉽고 

이와 같은 차원의 변환에도 경계의 성질을 

그 로 가지는 장 이 있다. 회 과 축척

의 변화를 고려해 주기 해 푸리에 서술

자의  기값을 각 계수에 나 어 주

었다. 각 객체의 푸리에 서술자 는 다음 

식 (1)과 같이 표 된다.

 











   


      (1)

푸리에 서술자를 이용하여 객체 모양의 

유사성을 단하기 해서 매칭된 두 객체

의 푸리에 서술자들을 이용하여 거리를 계

산하 다. 이 거리값이 0에 가까울수록 객

체의 외곽 형태가 유사하다고 단하 다.  

2. 4. 2 불변 모멘트(Invariant Moments)

불변 모멘트는 객체의 내부 역을 표

하며 일반 인 이동, 회 과 크기 변경을 

수행해도 변하지 않는 2차원 형태의 모멘

트 기반 기술자이다. Hu는 2차와 3차 심 

모멘트 을 사용하여 객체의 치, 크기, 

방향의 변화에 불변인 7개의 새로운 모멘

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처음 두 개

의 모멘트를 이용하여 객체 형태의 유사성

을 단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모멘트는 

다음 식 (2)와 같이 계산된다.

    
     

  


            (2)

이 값을 통해서 객체 역의 평균

값에 한 객체의 퍼짐 분포와 평균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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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칭성을 측정하 다. 

2.5 객체의 면   높이 변화 비교

객체의 모양 비교가 끝나면 2차원 인 

면에서 면 을 비교하게 된다. 면 은 객

체 내부를 이루고 있는 정규 격자의 개수

로 구할 수 있다. 객체의 외곽선 형태로 

모양을 비교한 경우 모양이 유사하다고 

단되더라도 이는 객체의 외곽선 형태가 변

하지 않은 것이므로 객체의 면 을 비교하

는 과정은 정확한 변화탐지를 해 필요하

다. 그리고 3차원 좌표 정보 획득이 가능

한 LiDAR 데이터는 높이 정확도가 다른 

상 시스템보다 우수하며 변화탐지 연구

에 있어서도 높이 정보는 요한 변수가 

된다. 그래서 객체 내부를 구성하는 정규

격자 내의 최  높이값을 평균하여 그 평

균값의 차이를 통해 변화를 비교하 다. 

3.  실 험 결 과

3.1 실험 데이터

본 연구에 사용된 LiDAR 장비는 Optech

사의 ALTM 3070이며, 두 데이터의 획득 

시기는 2005년 10월과 2007년 5월이다. 두 

데이터의 도는 각각 3.91 /㎡과 3.34

/㎡으로 거의 비슷하다. 

 3.2 변화탐지 수행 결과

객체를 기반으로 한 변화 탐지의 정확도 

결과를 알아보기 해 4개의 실험 상지

역을 선정하 고 그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색깔로 변화를 구분하 다. 정확도 분석을 

하여 실험 LiDAR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화탐지 알고리즘에 용한 결과

와 실제 항공 상으로 독한 결과를 비

교하 다. 표 1은 변화탐지의 결과를 변화

가 없는 객체(Not-altered), 변화가 발생한 

객체(Altered)와 새로 생긴 객체나 없어진 

객체(New/ Demolition)로 분류한 후 객체 

단 로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 다. 

락오류(Omission Error)는 실제 변화된 

객체인 12개  변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

온 알고리즘 결과가 0개이므로 0%이다. 추

가오류(Commission Error)는 실제 변화되지 

않은 객체 43개  변화된 것으로 나온 결

과가 5개이므로 11.62%이다. 

(a) 실험 상지역 1 (b) 실험 상지역 2 (c) 실험 상지역 3 (d) 실험 상지역 4

(e) 변화탐지 결과 인덱스

그림  1. 실험 상 지역의 변화탐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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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ltered Altered New/Demolition Total
Not-altered 38 5 0 43

Altered 0 12 0 12
New/Demolition 0 0 5 5

Total 38 17 5 60
체 정확 도 91.67 %

표 1. 정확도 분석 결과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좌표를 획득할 수 

있는 LiDAR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객체 기

반으로 도시 지역의 변화를 자동으로 탐지

하는 방법을 연구하 다. 

입력 데이터로 LiDAR 데이터만을 이용

하 기 때문에 자동으로 신속하게 결과 처

리가 가능하 고 3차원 좌표를 이용하여 3

차원 형태로 변화 지역을 표 할 수 있었

다. 그리고 객체 기반으로 변화 지역을 비

교하 기 때문에 격자 기반으로 높이 차이

를 비교하는 기존의 방법보다 오탐지를 

일 수 있었다. 두 LiDAR 데이터를 격자화

한 후 높이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건물 

주변의 수목이나 건물 벽면 으로 인해 변

화 결과를 단하는데 있어 모호하 다. 

하지만 본 연구의 변화탐지 방법은 건물 

객체를 지면  수목과 분리하고 건물 객

체 내부를 채워서 객체끼리 비교하 기 때

문에 이러한 오차를 일 수 있었다. 한 

객체의 변화를 탐지하기 해서 분리된 동

일 객체를 매칭한 후 일차 으로 형상 계

수를 이용하여 모양을 비교하 기 때문에 

변화 여부뿐만 아니라 기하학 인 변화 형

태도 짐작할 수 있었다.

보다 정확한 변화탐지 결과를 해서는 

향후 Grouping 알고리즘에 한 개선이 필

요하다. 사용한 두 데이터의 도와 

분포의 차이로 인해 Grouping 결과가 다르

게 나오고 이로 인해 변화 비교를 한 객

체 매칭 시 집된 건물들은 하나의 객체

로 묶이게 된다. 이는 정확하고 자세한 변

화탐지 결과에 향을 주게 되므로 보다 

정확한 Grouping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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