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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cloud와 solid model을 기반으로 한 
단일수목 입체적 정량화기법 연구

박 해 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3D Measurement Method Based on Point Cloud and Solid Model for Urban Single Trees

Haekyung Park*†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Measuring tree‘s volume is very important input data of various environmental analysis
modeling However, It’s difficult to use economical and equipment to measure a fragmented small green
space in the city. In addition, Trees are sensitive to seasons, so we need new and easier equipment and
quantification methods for measuring trees than lidar for high frequency monitoring. In particular, the
tree’s size in a city affect management costs, ecosystem services, safety, and so need to be managed and
informed on the individual tree-based.
In this study, we aim to acquire image data with UAV(Unmanned Aerial Vehicle), which can be

operated at low cost and frequently, and quickly and easily quantify a single tree using SfM-MVS(Structure
from Motion-Multi View Stereo), and we evaluate the impact of reducing number of images on the point
density of point clouds generated from SfM-MVS and the quantification of single trees. Also, We used
the Watertight model to estimate the volume of a single tree and to shape it into a 3D structure and compare
it with the quantification results of 3 different type of 3D model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UAV, SfM-MVS and solid model can quantify and shape a single

tree with low cost and high time resolution easily. This study is only for a single tree, Therefore, in order
to apply it to a larger scale, it is necessary to follow up research to develop it, such as convergence with
various spatial information data, improvement of quantification technique and flight plan for enlarging
green space.
Key Words : UAV, SfM-MVS, point cloud, solid model, tree inventory

요약 : 수목을 3차원 구조로 정량화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분석 모델링의 입력 자료로써 매우 중요하다. 그

러나 3차원 측량이 가능한 라이다는 고비용과 전문인력이 필요해 파편화된 소규모의 도시녹지를 측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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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목을 3차원 구조로 정량화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분

석 모델링의 입력 자료로써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3차

원 측량이 가능한 라이다는 고비용과 전문인력이 필요

해 파편화된 소규모의 도시녹지를 측량하기에는 경제

적·장비운용적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무엇보다 수

목은 계절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시계열 모니터

링으로 도시생태계를 이해하려면 높은 빈도로 쉽고 빠

르게 수관구조를 측량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이에 맞는

정량화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인공지능 및 big data와 함께 4차 산업의 핵심인

UAV(Unmanned Aerial Vehicle)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

이나 규모가 큰 객체를 신속·저비용으로 스캔하여 사

진·영상자료를 생성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것

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해 낼 수 있다면 높은 시

간해상도(high temporal resolution)로 수목측량 및 모니

터링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를 실현해주는 것이 바로

SfM-MVS(Structure fromMotion-Multi View Stereo)이다.

이것은 연속된 2차원인 stereo images를 이용해 3차원

point cloud를 생성해주는 알고리즘으로, 이미 해외에서

는 SfM-MVS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09). 이 알고리즘

이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최소의 비용으로 3차원 공

간정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Smith et al., 2016). 그

러나이를이용한 urban forestry및 urban greening관련방

법론이나 단일개체목의 측량과 같은 수목자료의 정보

화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Lin, 2015).

도시에서 수목의 크기와 나이는 관리 비용과 생태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McPherson et al.,

2016) 도시민의 안전과 도시경관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환경분석 모델링의 입력 자료로써의 필요가 아

니더라도 도시민의 안전과 경관 및 장기적 수목관리를

위해서라도 도시내 수목은 개체목 단위로 관리 및 정보

화 되어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근린공원별로 도시

수목에 대해 개체목단위로 점차DB화하여 관리하고 있

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식재 후 대부분의 수목이 방

치되어 측량 및 체계적 관리없이 간단한 수목관리 작업

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 이미UAV와 SfM-MVS을 이용해 도시내 수목

을 측량한 연구(Dandois, 2013)가 있었지만 3차원 point

cloud를 2차원 평면자료로 변환하여 분석함에 따라 수

목크기의 중요한 정량화 지표인 DBH(Diameter Breast

Height, 흉고직경)은 파악할 수 없었다. 사실상 UAV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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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경제적·장비운용적 차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또한 수목은 계절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시계열

모니터링으로 도시생태계를 이해하려면 높은 빈도로 쉽고 빠르게 수관구조를 측량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이

에 맞는 정량화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환경분석 모델링의 입력 자료로써의 필요가 아니더라도, 도시내 수

목의 크기와 나이는 관리비용, 생태계서비스, 경관, 안전 등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정보화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내 수목의 3차원 환경정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디바이스와 방법론으로써 UAV

(Unmanned Aerial Vehicle)와 SfM-MVS(Structure from Motion-Multi View Stereo), solid modeling

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시된 device와 방법론의 검증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째, stereo image들로부터 생성된 point cloud로 측량한 결과의 정확도를 지상 라이다 자료와 비교·검증하

였다. 두 번째, UAV촬영 사진개수를 감소시킴에 따라 변화하는 point cloud의 밀도가 수목의 부피 및 크기

정량화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고해상도의 point cloud가 정밀한 수목 측량에 꼭 필요

한 요소인지를 확인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수목 부피의 정량화 및 형상화를 위해 solid model이 얼마나

적합한가를 검증하고자 다른 3D type의 측정치와 비교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UAV와 SfM-MVS 그리고 solid model을 이용하면 단일수목을 손쉽게 저비용·높은

시간해상도로 정량화 및 형상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단일 개체목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이므로 더 넓은 녹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비행계획의 수립, 다양한 공간정보 데이터와의 융합,

녹지규모 확대에 따른 정량화 기법의 개선 등 앞으로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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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M-MVS를 이용한 수목측량 관련 대부분의 연구들이

2차원 공간자료를 이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본 연

구처럼 수고, 수관폭, DBH, 부피 등 3차원으로 수목을

측량한 연구(Millera et al., 2015)도 있었지만, 잎이 없는

나무의 목질부만을 대상으로 정량화한 자료이므로 다

양한 환경 모델링을 위한 환경공간자료로써 활용하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드론 images가 아니라 DSLR

images를 사용했기 때문에GPS위치정보가 없어 참조개

체를 이용해 상대크기를 재조정(re-scaling)해야하는 번

거로움이 있어 빈번한 도시 녹지 모니터링을 위한 빠

르고 손쉬운 정량화방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유사한

문제점은 활엽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Morgenroth and

Gomez, 2014)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역시DSLR을

이용했기 때문에 10 m이상의 수목을 측정하는 경우 수

목상단 스캔이 어려워 정확한 수고의 산정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내 수목의 3차원 공간정보화의

필요성과 상기 연구들의 문제를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

으로 해결하기 위한 디바이스와 방법론으로 UAV와

SfM-MVS 그리고 Solid modeling을 제시하였다. Solid

model은 3D모델 중 하나로, 단순히 물체의 외관만을 표

현해주는 주는 wire frame model과 면적의 개념만 가진

surface model과는 달리 체적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부

피계산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질량과 밀도의 개

념까지 포함·확장시키면 더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 환

경 공간정보로써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선택

Point cloud와 solid model을 기반으로 한 단일수목 입체적 정량화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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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2 type of material (a) broad-leaved tree(camellia) and (b) conifer(pine tree).

Fig. 2.  Flow and output files of each steps for tree’s quantification. Fig. 3.  Definition of tree measurement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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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상기와 같이 제시한 단일수목의 정량화를 위한 디바

이스와 방법론의 검증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을 수행하였다. 첫째, 스테레오 사진으로부터 생성된

point cloud로 측량한 결과의 정확도를 지상 라이다 자

료와 비교·검증하였다. 두 번째, UAV촬영 사진개수를

감소시킴에 따라 변화하는 point cloud의 밀도가 수목의

부피 및 크기 정량화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

펴봄으로써 고해상도의 point cloud가 정밀한 수목 측량

에 꼭 필요한 요소인지를 확인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수목 부피의 정량화와 형상화를 위해 solid model이 얼

마나 적합한가를 검증하고자 다른 3D type의 측정치와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총 2회에 걸쳐 각각 다른 크기의 활엽수와

침엽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point cloud

및 solid model기반 측량이 활엽수와 칩엽수 모두에 적

용 가능한지, 규모가 다른 수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

능한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드론은DJI사의 Phantom

4 pro를 사용하였고 카메라 설정값은 ISO 100, 노출

Auto, 사진크기는 5248×2952이었다. 분석에 사용된 소

프트웨어 및 데이터는 Table 1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분

석에 사용된 컴퓨터의 사양은 CPU Intel Core i5-4460

3.20GHz, RAM 8GB, GPU NVIDIA GeForce GTX 660

이며 운영체제는Windows 7 Enterprise(64-bit)이었다.

1차 사진취득은 화분포함 약 1.5 m인 활엽수(동백나

무)를 대상으로 2017. 2. 22에 이루어졌으며, 비행높이 지

상 5 m, 비행반경 5 m환경에서 총 114장을 수집하였다.

2차 사진취득은 약 12 m크기의 침엽수(땅속에서부터

줄기가 두 갈래로 분지된 형태의 소나무)를 대상으로

2017. 5. 18에 촬영, 비행높이 30 m, 비행반경 15 m, 비행

시간 14분, 비행 최고속력 4 m/s로 총 164장의 사진을

수집하였다. 사진은 개수를 줄여가며 나타나는 경향성

을 분석하기 위해 최대한 밀도있게 촬영하였다. 이렇게

한날 촬영한 전체사진을 100%(활엽수는 114장, 침엽수

는 164장)로 하여 SfM-MVS알고리즘에 적용할 사진을

전체사진수 대비 90%, 80%, 70% … , 30%까지 점차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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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bjectives, contents, used data and softwares

Order of data
collection
(Materials)

objectives of analysis contents of analysis used data software

1st
(broad-leaved tree,

camellia)

Comparison of quantitative 
results of SfM-MVS point
cloud and ground lidar data
(height,width,diameter,

volume)

comparison of measurement
results of SfM-MVS and 

ground lidar

– UAV driven point cloud
– ground Lidar point cloud

– pix4D
– meshlab

Implementing solid models by
making watertight model and
calculate the volume

– mesh model – meshlab

Correlation between data
generation time, points density
and quantification result by
reducing number of images

the data generation time, points
density and quantification result
by reducing number of images

– Quality report
– UAV driven point cloud
– solid model

– meshlab

tree measurement by decreasing
point density of ground Lidar -ground Lidar point cloud – meshlab

– Terrascan
verification of the volume
accuracy of solid models
versus other 3D models

Comparison of different 3D 
type of tree measurement

– Grid / TIN
– UAV driven point cloud
– solid model

–Arcgis
– meshlab

2nd
(conifer,pine tree)

Application to real scale tree
and verification with different

type of tree

measurement
(height, width, DBH, volume)

– UAV driven point cloud
– solid model – meshlab

the data generation time, points
density and quantification result
by reducing number of images

– Quality report
– UAV driven point cloud
– solid model

– mesh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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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며 point cloud와 surface model을 각각 생성하였다.

사진개수를 30%수준 까지만 감소시킨 것은 그 이하로

는 수목의 point cloud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분명히 할 것은 각 분석 단계별 사용된 사진개수

는 수목을 포함하고 있는 스캔된 해당지역(활엽수 : 230

m2, 침엽수 : 7,515 m2) 전체 넓이에 해당하는 scene전체

를 구성하기 위한 사진수이며, 수목은 이 scene에 포함

된 일부이므로 제시된 자료생성 process time및 point

cloud의 개수 는 해당 개체목 1개만을 위한 결과가 아니

라 전체 scene의 생성 결과라는 점이다.

측량 결과의 validation을 위해 FARO사의 Focus3D

X1302를 이용하여 point cloud데이터를 **.xyz형태로

취득하였으며 오차는 약 2 mm로 활엽수만 스캔하였다.

연구의결과로제시한측정항목대한정의는다음과같다

(Fig. 3). 우선 point cloud에서 수목만을 편집한 후 boxing

하여 box높이를 수고(Height), box의 가로를 수관폭

(width)으로 정의하였고 직경(diameter)의 경우 활엽수

는 1.5 m미만임에 따라 약 1.2 cm떨어진 지점을, 소나

무는 흉고직경의 정의에 맞게 지표면으로부터 1.2 m위

치에서 분지된 직경을 각각 측정하였다.

수목의 형상구현과 및 부피산정을 위한 solid

modeling은 SfM-MVS과정 중 생성된 surface model의 불

일치 edge들을 모두 제거하고 open hole을 폐합시켜 줌

으로써 워터타이트(watertight: constructed or fitted so

tightly as to be impervious to water) 모델로 변형하여 줌

으로써 ‘솔리드모델화’ 하여 완성하였다. 연구의 전체적

인 순서 및 단계별 분석목적, 분석내용, 사용된 데이터

와 소프트웨어는 Table 1과 같다.

3. 연구결과

1) SfM-MVS point cloud 이용 정량화 결과 및 

지상라이다와의 비교검증

드론과 SfM-MVS로부터 생성된 point cloud로 활엽수

(동백나무)를 측정한 결과, 수고 1.452 m, 수관폭은 장폭

과 단폭이 각각 0.631 m과 0.528, 직경은 2.79 cm이었고,

지상라이다로 측량한 결과는 수고 1.489 m, 수관폭이 각

각 0.631 m, 0.550 m, 직경 2.81 cm로 측정되어 지상 라

이다 자료 대비 SfM-MVS point cloud기반 정량화 결과

는 약%1 정도 내외로 과소추정 됨을 확인하였다(Fig. 4,

Table 2).

부피산정을 위해 surface model을 워터타이트 모델로

변형함으로써 완성된 solid model(Fig. 5(c))로부터 계산

된 활엽수의 부피는 0.0789 m3로 추정되었다. 반면 지상

라이다 데이터로는 수목내부 존재하는 무수한 점들로

인해 특별한 편집 없이는 solid model로의 구현 및 부피

산정이 (가능하지만) 어려워 쉽고 빠르게 수목을 정량

화고자 하는 연구의 취지에 맞지 않아 산정하지 않았다.

2차 자료취득을 통한 칩엽수의 정량화 결과는 수고

11.60 m, 수관폭 10.45 m, DBH는 각각 0.42 m과 0.68 m,

부피는 183.03 m3이었다(Fig. 6, Table 3).

2) 사진개수 감소에 따른 데이터 생성시간/포인트

개수/정량화결과 변화

1차 촬영된 활엽수 총 사진개수 114장 대비 10%씩 사

진개수를 점차 감소시키며 각 사진개수별로 SfM-MV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각각의 point생성시간, point개

수, 수목의 측량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Table 4), 사

진수를 100%→30%로 제거하면 Data생성 시간은 151

분에서 21분으로 약 1/7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점밀도

Point cloud와 solid model을 기반으로 한 단일수목 입체적 정량화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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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broad-leaved tree’s measurement

Height Width Diameter
SfM-MVSpoint cloud
by UAV images 1.15 m 0.58 m 2.79 cm

Ground lidarpoint
cloud 1.15 m 0.61 m 2.81 cm

Fig. 4.  (a) UAV driven point cloud by SfM-MVS (b) ground
Lidar point cloud of broad-leaved tree (camel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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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의 1/2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사진개수를 최소

한 point cloud를 생성해주는 최소 비율까지 줄이더라도

수고 및 수관폭 측량값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결과는 2차 촬영된 침엽수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총 164장의 사진을 기준으로 10%씩 사진

을 감소시켜 각각 SfM-MVS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

성된 각각의 point cloud로 측정된 수목 정량화 결과는

사진개수와 상관이 없이 유사하게 측정되었다(Fig. 7).

따라서 point cloud의 데이터원인 사진개수를 줄이면 더

불어 해상도와 데이터 생성시간도 크게 줄어들지만 수

목의 정량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이것은 수목의 수종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

하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point cloud의 점밀도의 높

고 낮음이 수목 크기 정량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상 라이다 point cloud의 밀

도를 random하게 10%씩 감소시키며 수고와 수관폭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Fig. 8), 지상라이다 point

cloud또한 밀도가 감소하더라도 수고, 수관폭의 결과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point cloud

밀도의 높고 낮음은 데이터 취득 디바이스의 종류와도

상관이 없이 수목의 크기 정량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피의 경우에는 사진개수에 감소에 따라 측

정결과에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규모가 다른 침엽수와

활엽수 모두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였는데, 사진개수가

감소함에 따라 부피는 소폭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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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photo of broad-leaved tree(camellia), (b) UAV
driven point cloud by SfM-MVS and (c) solid model
(=watertight model).

Table 3.  Results of conifer’s measurement

Height 11.60 m
Width 10.45 m

DBH
0.42 m
0.68 m

Volume 183.03 m3

Fig. 6.  SfM-MVS point cloud of conifer (pine tree).

Table 4.  Data generation time, point density and measurement results by reducing number of images for broad-leaved tree

Number of images Total time Point Average
Density Height Width 

(short)
Width 
(long)

unit % count min count /m3 m m m

reducing
number 
of images

100 114 151 9,066,410 618,699 1.452 0.528 0.631
90 103 137 8,502,538 543,561 1.421 0.543 0.591
80 91 108 7,951,804 519,707 1.409 0.526 0.600
70 80 90 7,456,984 480,920 1.446 0.573 0.597
60 68 66 6,829,809 420,515 1.450 0.576 0.637
50 57 51 6,013,654 407,783 1.431 0.537 0.605
40 46 39 5,330,608 364,158 1.494 0.584 0.625
30 34 21 4,369,568 341,063 1.493 0.525 0.626
average 82.9 6,940,172 462,051 1.450 0.549 0.614

standard deviation 46.8 1,617,833 95,434 0.031 0.02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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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를 보였으며, 100%→50%로 사진개수가 줄어

들 경우는 100% 사진수 대비 (활엽수와 침엽수 모두) 부

피가 5% 내외로 상승, 100%→30% 으로 줄일 경우는 전

체대비 약 13% 내외로 부피가 상승하였다.

3) 3D data type별 수목 정량화 비교

3Dmodel인 grid, TIN과 solid model을 정량화한 결과,

세 모델 모두가 수고나 수관폭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

나 부피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solid model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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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ifer’s results for Data generation time, point density and measurement results by reducing number of images.

Fig. 8.  Ground Lidar point cloud’s result for broad-leaved tree’s measurement by reducing point density.

Table 5.  Volume’s increasing by reducing number of images

Number of images broad-leaved tree Number of images conifer
unit % count m3 % count m3

Volume

100 114 0.0789 100 164 184.4
90 103 0.0767 90 148 180.7
80 91 0.0806 80 131 185.9
70 80 0.0846 70 115 185.0
60 68 0.0879 60 98 196.3
50 57 0.0835 50 82 190.5
40 46 0.0917 40 66 194.8
30 34 0.0903 30 49 209.3

average 0.0843 average 190.9
standard deviation 0.0054 standard deviation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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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d와 TIN모델은 약 2.9배, 화분을 제외한 수목의 부피

와 비교하면 약 3.5배 이상 과다추정 되었다. 또한, grid

와 TIN은 Fig. 9과 같이 3차원 공간에 투영하였더니 수

목 하부구조 표현이 되지 않아 수목 직경측정은 불가하

였다.

4. 연구의 고찰

우리는 분석을 위해 가급적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SfM-MVS로부터

생성된 point cloud는 사진의 품질과 분석도구가 동일한

경우 사진개수 감소에 따라 해상도는 낮아지더라도 그

것이 수목의 크기와 부피를 정량화함에 있어 큰 방해요

소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point cloud구축의 목

적이 수목의 정량화일 경우에는 UAV를 빠르게 비행하

여 최소 3차원 point cloud가 생성될 수 있는 수준에서

빠르고 성글게 사진을 취득하더라도 ‘수목의 정량화’라

는 목적달성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

한다.

사실상 사진개수를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point cloud

의 해상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연구의 결

과를 보면 사진수를 1/2로 감소시킬 때 point cloud의 밀

도가 1/2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2/3수준을 유

지하면서도 데이터 처리속도는 151분에서 1/3수준인

51분으로 급감하였다(Table 4). 이것은 성글게 사진을

취득하더라도 밀도있게 취득된 사진대비 큰 폭으로 해

상도가 급감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 효율적으로도 더 합

리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SfM-MVS로부터 생성된 point cloud는 많은 장점이

있다. 특히 UAV와 SfM-MVS를 함께 이용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빠르게 3D point cloud를 생성함으로써 3D형

상을 측량할 수 있음이 이미 입증되어, 해외에서는 많

은 지형학자 및 지리학자들이 이 SfM-MVS을 신속하게

채택하여 지형의 변화를 감지하는 등의 연구에 활용하

고 있다(Smith et al., 2016). SfM-MVS point cloud의 큰 강

점은 색상정보를 가지고 있어 시각에 의존한 객체의 구

분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point cloud인 SAR데이터, 항공라이다와 지상라이다

데이터는 색상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최신 지상라이

다는 색상존재) 지상의 객체의 구분이 어려운 반면,

SfM-MVS point cloud는 각 포인트에 색상을 할당해주

는 알고리즘인 voxel coloring(Seitz et al., 1997)의 적용으

로 각 점마다 x, y, z위치정보와 함께 RGB정보를 가지

고 있어 특별한 방법 없이도 오로지 시각에 의존해 녹

지공간을 분리·추출할 수 있어 상당히 직관적이고 편리

하다.

물론 SfM-MVS point cloud에도 한계점이 있다. 가장

큰 단점은 우거진 수목이거나 잎의 밀도가 높은 경우,

사진의 장면에 담을 수 없는 수관내부구조는 파악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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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type                     GRID                           TIN                  3D Solid Model

              Top
             (2D)

              Side
             (3D)

          Diameter               Not measurable         Not measurable                2.77 cm
            Height                       1.428 m                      1.427 m                      1.423 m
            Width                        0.640 m                      0.602 m                      0.590 m
           Volume                     0.216 m3                                   0.242 m3                                   0.079 m3

Fig. 9.  Comparing different 3D type model’s shape and measure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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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도시녹지는 가로수

와 같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내부 포인트

없이 표면만을 따라 형성된 SfM-MVS point cloud는 오

히려 solid modeling을 용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데이

터가 더 가볍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oint cloud와 solid model이 Grid나

TIN모델에 비해 수목의 형상을 잘 재현해 주어 유일하

게 흉고직경을 표현해 줄 수 있는 data type임을 확인하

였다. 이것이 큰 차이가 아닌 듯 여겨질 수 있으나 실제

로 수목의 정량화에 있어서 흉고직경의 측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흉고직경은 수목의 수령이나 생

장을 예측하거나 임목의 바이오매스를 추정하는 등 다

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solid model은 부피 정

량화가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게중심

등의 해석도 가능하며 밀도와 같은 개념까지 포함시키

면 더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 그 활용성이 아주 높다.

Lidar point cloud를 이용한 수목의 부피측정 방법으로

잘 알려진 복셀화(voxelization, Fig. 10(a))의 경우 solid

model과 같이 다른개념을 포함한 해석이 어려우며, 무

엇보다도 SfM-MVS point cloud는 point들이 객체 표면

을 따라 분포한다는 특징이 있어 복셀화보다는 solid

modeling이 더 적합한 방법이었다.

다만 solid modeling을 통한 부피산정 시 사진개수 감

소 및 점밀도 감소에 따라 부피가 점차 증가하여 수고

나 수관폭에 비해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었다. 점밀도

감소에 의한 부피의 증가현상은 사진 장면에 잘 담겨지

지 않았던 수목하부에 점밀도가 극도로 부족하여 3D모

델링 과정중 늘어짐이 발생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Fig. 10와 같이 복셀화로 부피를 산정하더

라도 복셀크기에 따라 오차가 발생함은 동일하므로 부

피의 오차발생은 solid modeling만의 문제점이라고 하기

는 어렵다. 또한 수관하부의 늘어짐은 UAV비행으로

사진을 취득할 때에 수목의 하부를 잘 담아내면 부피의

증가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무

엇보다도 사진개수 100%→50% 감소시 부피는 약 6%

증가했지만, Grid나 TIN이 solid model대비 200~300%

과대추정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고려할만한 수준

은 아니다.

UAV와 SfM-MVS를 통해 생성된 point cloud를 이용

한 정량화 결과의 정확도는 활엽수 분석에서 지상라이

다 point cloud와 비교를 통해 검증되었으나 다른 연구

를 인용해 좀 더 보완하자면, 2007년에 51 m의 이탈리아

의 피사 대성당을 3D로 구현하여 비교한 결과(Goesele

et al., 2007) 90%의 SfM-MVS point cloud가 지상라이다

point cloud의 12.8 cm이내에 위치했었으며 이 결과는

SfM-MVS point cloud의 정확도가 10년 전 장비와 기술

로도 이미 상당한 수준임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UAV와 SfM-MVS그리고 solid modeling을 이

용하면 파편화되고 광역적으로 분포된 도시녹지를 고

해상도로 빈번하고 쉽게 저비용으로 측량이 가능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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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ource: Analyzing forest canopies with ground-based laser 

scanning: A comparison with hemispherical photography 
(Seidel et al., 2012)

Fig. 10.  Comparing calculation methods of volume by (a) voxelization and (b) soli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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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3차원 녹지 공간정보를 높은 시간해상도로 생성하

여 도시생태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해와 분석이 가능

하다고 하겠다.

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point cloud의 밀도가 낮아져 해상도

가 낮아지더라도 수목의 크기 및 부피 정량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해상도의 point cloud가 수목

측량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오랜시간 밀도있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데이터 생

성을 위해 긴 시간을 소요하지 않더라도UAV를 이용해

입체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overlap비율의

images과 SfM-MVS그리고 solid model을 이용하면 단일

수목을 손쉽게 저비용·높은 시간해상도로 크기, 부피의

측량 및 형상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단일 개체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

므로 더 많은 수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점차 녹지규모

를 확장하여 이에 맞는 비행계획의 수립, 다양한 공간

정보 데이터와의 복합적 이용방안, 녹지규모 확대에 따

른 정량화 기법의 개선 등 앞으로 이를 발전시킬 수 있

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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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11.  Volume of tree’s under part by (a) 100% images and (b) 50% images.

Table 6.  Features by data acquisition device of point cloud data

Airborne Lidar Ground Lidar UAV

spatial resolution High Very high High

tree scanning level Scan internal structure of tree Scan internal structure, 
leaves and branches of tree scan only surface of tree

temporal resolution Low Normal High

Data collecting time
(eg. 30 m × 30 m) at least one day about 3 hours 3 min~10 min

(depending on flight altitude)

Costs Very high about 2,000$ for rent
(dependent on vendor)

Almost no additional cost
except initial purchase

limitation airplane must flight measuring height
(difficult if it is over 10 m)

battery duration
(about 30 min)

Color No No
(latest model,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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