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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수목 높이값 측정을 위한 
무인항공기에서 취득된 스테레오 영상의 활용 가능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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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Using UAV Stereo Image 
for Measuring Tree Height in Urb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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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Labs Co., Ltd.

**Department of Geoiformatic Engineering, Inha University

Abstract : Street Trees is an important object for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Especially the
height of the trees needs to be precisely measured as a factor that greatly influences the removal of air
pollutants in the Urban Street Canyons. In this study, we extracted the height of the tree based on the
stereo image using the precisely adjusted UAV Images of the target area. The adjustment of UAV image
was applied photogrammetric SfM (Structure from motion) based on the collinear condition. We measured
the height of the trees on the Street Canyon using stereoscopic vision on stereo plotting system. We also
acquired the height of the building adjacent to the street trees and the average height of the road surface
was calculated for accurate measurement of the height of each object. Through the visual analysis with
the plotting operation system, it was possible to measure height of the tree and to calculate the relative
height difference value with building quickly. This means that the height of buildings and trees can be
calculated without making a 3D point cloud of UAV and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utilize non-
experts. In the future, further studies for semiautomatic/automation of this technique should be performed.
The development and research of these technologies is expected to help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roadside trees in urban areas.
Key Words : UAV, street tree, tree height, Urban Street Canyon, SfM

요약 : 가로수는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개체이다. 특히 도시 협곡에서 가로수 높이는 대기 오염물

질의 제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높이를 정확히 측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목의 높이

측정을 위해 대상지역의 무인항공기 영상을 정밀하게 보정하여 스테레오 영상 기반으로 수목의 높이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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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로수나 녹지와 같이 도심 내에 형성되어 있는 수목

들은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개체이다. 특히 건물이 밀집된 도시 협곡(street canyon)

지역은 오염물질의 축적이 심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제

거하기 위한 가로수의 역할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5년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Ju et al., 2005) 도심의

대기질 개선에 관련하여 대기오염물질의 흡수 속도가

높은 수목을 식재하는 것 보다는 가로수의 높이, 형상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렇듯 도시 협곡에 심어져 있는 가

로수의 정확한 위치 및 높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

는 것은 도심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이슈이다.

수목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조사자가 현지에

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 비교적 쉬운 측정이 가능하나 시

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경제성 면의 한계가 있다. 광범

위한 지역의 수목 높이 측정을 위해서는 항공사진의 사

용도 가능하나 수목 개체의 인식이 어렵고 수목밀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항공라

이다를 사용하는 경우 빠르게 대상의 3차원 좌표를 획

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획득된 포인트 클라우드

에서 수목의 가장 높은 곳으로 추정되는 점과 지면점을

선별하여 이 차이로 수목의 높이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었다 (Jeon et al., 2010).

최근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수고 측정 방식이 시도되

었으며, 무인항공기는 항공사진 및 라이다 촬영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좁은 면적의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무인항공기를 사용한 수목 추출의 경우 취

득된 영상을 이용하여 스테레오 정합을 이용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이를 3차원 모델로 변환시키는

방식과(Zarco-Tejada et al., 2014), 영상촬영과 함께 취득

된 라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방식이 보고되었다(Ritter,

2014).

그러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사진에 비해 낮은 정

확도의 위치/자세 획득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기체의

안정성 및 진동 등의 원인으로 정확한 위치/자세정보

와 영상의 획득이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정확한 수고

측정시 오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 영

상으로 3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복원하는 방식을 사용

할 경우 생성된 3차원 모델은 촬영 영상에 비해 상대적

으로 공간정확도가 낮아지게 되어 정확한 수목의 최고

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정확

한 수고 및 나무의 형태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무인항공기 영상의 정확한 보정이 필요하며 3차

원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영상 기반의 측정방식이 필

요하다.

영상 기반 측정방식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스테레

오 영상을 이용하여 입체시를 수립하여 육안 분석을 하

는 방법이 있다. Rhee and Kim(2016)은 무인항공기 영상

에 사진측량 기반의 SfM(Structure-from-motion) 기법을

적용하여 도화에 적합한 무인항공기 영상의 위치/자세

정보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1:1,000 축척에 적합한 도

화가 가능한 수준의 영상정렬이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Rhee and Kim,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역의 무인항공기 영상을

정밀하게 보정하여 스테레오 영상 기반으로 수목의 높

이를 추출하는 방식을 시도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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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을 시도해보았다. 무인항공기의 영상 정렬은 공선방정식 기반의 SfM(Structure from motion) 방

식을 적용하였으며 보정된 영상을 수치도화기에 적용하여 도시 협곡지역의 가로수 높이를 측정하였다. 가로

수와 인접 건물의 높이를 함께 취득하였으며 정확한 지물의 높이 계산을 위해 도로면의 평균높이를 함께 산

출하여 처리하였다. 그 결과로 수목의 높이 측정 및 건물과의 상대적인 높이값 차이 산출을 수치도화기를 이

용한 육안 분석을 통해서 빠르게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별도의 3차원 포인

트 클라우드를 제작하지 않고도 건물과 수목의 상대적인 높이 차이를 산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전

문가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사용자가 영상 내 수목이나 건물의 한 지점을 선택하면 자동으

로 해당 개체의 높이값을 추출하는 연구 및 영상에서 자동으로 수목을 추출한 뒤 수고가 함께 취득되는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술의 개발 및 연구는 이후 도심지내 환경 정책 및 가로수 등의 현황파악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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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항공기 영상을 이용한 3차원 정보

추출 방법

무인기를 통해 취득된 다중 영상을 이용하여 영상 내

특정객체의 3차원정보를추출하는과정은다음과같다.

우선 영상 간 기하를 추정하여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는

영상정렬 과정을 거쳐 관측 대상 지역을 포함하는 영상

들을 추출한 뒤 스테레오 기하를 구성하는 영상 페어를

선택해야 한다. 영상 페어가 선택되면 수치도화기를 통

해 입체시를 수립하고 관측 대상의 3차원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실험 대상 지역을 포함하는 영

상은 육안판별을 통해 선택했으며 입체시를 위한 스테

레오 영상 조합은 입체시가 가장 안정적으로 구성되는

조합을 선택했다. Fig. 1은 다중영상 기반의 수치도화기

를 이용한 3차원 정보 추출 과정을 보여준다.

무인항공기 영상을 이용해서 정확한 수고를 추출하

기 위해서는 무인항공기 센서모델의 정밀 보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Rhee and Kim(2016)이 보고

한 공선방정식 모델 기반의 SfM기법을 적용하여 위치

와 자세정보를 보정한다.

SfM 기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취득 영상간의 타이포

인트 추출이 우선되어야 한다. 취득된 타이포인트를 사

용하여 기준 영상을 설정하고 기준 영상에 동일한 지역

이 촬영된 영상들을 하나씩 상대적으로 보정한다. 이 작

업을 반복해가며 기준 영상을 제외한 개별 영상들의 위

치/자세를 기준영상의 좌표계에 맞도록 각각 조절하는

것을 Incremental Bundle 기법이라고 한다. Incremental

Bundle 기법을 이용해 영상간의 정렬이 이루어지면 지

상기준점 정보를 이용한 블록 조정을 통해 실제 지상좌

표의 산출이 가능하도록 영상기하를 조정한다. 이 일련

의 SfM 처리 과정 수행 후 각 영상별로 산출된 위치/자

세 정보는 해당 영상이 촬영된 위치(X, Y, Z) 정보와 자

세(Omega, Phi, Kappa) 파라미터로 출력이 가능하다. 수

치도화기는 이 파라미터를 이용해 에피폴라 영상변환

을 수행하고 입체영상을 출력하여 사용자가 입체시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실험에서는 실험 대상 지역을 포함하는 다수의 입

체영상을 선택하고 이들 중 수치도화기에서 입체시가

가장 안정적으로 수립되는 조합 3개를 선정했다. 조합

2, 3은 스테레오 모델간의 정확도 검증을 위한 대조군을

추출하는데 사용된다. 입체시가 안정적으로 수립되는

조건으로 1차적으로 에피폴라 변환된 영상 조합에서

타이포인트를 추출하여 Y-시차가 적게 나타나는 조합

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조합을 수치도화기에 적용시

켜 피로감이 적은 영상 조합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수치도화기를 통해 입체시 수립이 완료되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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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orkflow.

Fig. 2.  Extraction 3D Position using Digital Photogrammetric Work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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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치도화 작업을 통해 관측대상에 대한 3차원 정보

를 추출할 수 있다. Fig. 2는 수치도화기와 도화 프로그

램을 통해 대상지점의 3차원 좌표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3. 실험 데이터

실험을위해회전익무인항공기인‘Albris’를이용했다.

무인항공기의제원은Table 1과같으며, 무인항공기영상

의 속성정보는 Table 2에 기술하였다.

0.8 km2 영역을 대상으로 250 m 상공에서 촬영을 수

행하여 약 4.5 cm의 공간해상도로 도심지역의 촬영을

수행하였으며 중복도는 70%~85%로 설정했다. 촬영결

과 총 221개의 영상이 획득되었다. 정밀한 영상 보정 및

수립된 모델의 검증을 위해 대상 지역 전역에 골고루 분

포된 총 12점의 지상기준점을GCP현지 측량으로 획득

했다.

대상 지역 영상 및 지상기준점을 이용하여 공선방정

식 모델 기반의 SfM기법을 적용하고, 수립된 정밀 센서

모델의 검증을 위해 측정된 지상기준점의 좌표값과, 해

당 지상기준이 포함된 모델을 수치도화기에 적용하여

측정한 좌표값을 비교했다. 각각의 지상기준점은 다수

의 모델에 대응되므로, 모델 점의 오차는 각 점이 포함

된 다수의 스테레오 모델에서 측정된 결과와 측량을 통

해 측정된 좌표값 차이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

과 수평모델 오차가 10 cm, 수직모델 오차가 15 cm이내

로 조정됨을 확인했다(Rhee et al., 2017).

영상보정을 위해 사용된 스테레오 페어간의 수직 시

차는 에피폴라 영상에서 타이포인트를 추출하고 타이

포인트의 Y좌표를 비교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그 결

과 총 54개 영상 페어에 포함된 16,383개의 타이포인트

에서 0.933픽셀의 시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

종적으로 산출된 좌표는 UTM52S(North) 좌표계를 기

준으로 산출하였다.

수목의 측량을 위해 영상 내에서 관찰되는 도시협곡

지역을 실험 대상지로 선정했다. Fig. 3은 무인항공기로

취득된 영상 중 도시협곡 영역을 보여준다. 영역의 크

기는 단변의 길이가 약 35미터이고 장변의 길이가 약

168미터이다.

도시협곡 대기질의 개선을 위해선 가로수의 높이가

인접한 건물보다 같거나 약간 더 높아야한다(Ju et al.,

2005). 따라서 가로수와 인접 건물의 높이가 함께 추출

되어야 하며, 정확한 높이를 계산하기 위해선 가로수와

건물 주변의 지표고 정보가 필요하다. 본 실험에서는 도

시 협곡의 중앙에 위치하는 도로에서 약 30미터의 간격

으로 3차원 정보를 취득한 뒤 평균값을 계산함으로써

지표고를 결정하고 도시협곡에 위치하는 가로수와 건

물의 높이를 대상으로 3차원 정보를 추출했다. Fig. 4는

관측 대상인 도로면의 높이, 가로수 꼭대기의 높이, 건

물 지붕의 모서리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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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AV Platform Specification

Weight
(kg)

Flight 
time
(min)

Max. 
airspeed
(m/s)

RC 
range
(km)

Camera

1.8 22 12 1

Albris
Camera
RGB
(38MP)

Table 2.  Properties of UAV images (IO parameters)

Focal length
(mm)

Pixel size
(um)

Column size
(pixel)

Row size
(pixel)

10.2 2.41 5472 3648 Fig. 3.  Research area (a: whole scene, b: zoom of are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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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실험대상지역에서도로면높이 5개, 가로수높이 6개,

건물의 지붕 높이 6개를 추출했다. Fig. 5는 추출된 대상

의 위치를 원으로 표시한다. 초록색은 도로면의 높이,

노란색은 가로수의 높이, 빨강색은 건물 지붕의 높이를

의미한다.

Table 3은 대상 지역에서 추출된 도로면의 3차원 정

보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취득된 값들의 평균을 실

험 대상 지역의 평균 지표고로 결정했다. 추출된 도로

면 정보의 ID는 Fig. 5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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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4.  The three types of target (a : road surface, b : top of street tree, c : edge of building’s roof).

Fig. 5. Extraction 3D Position using Digital Photogrammetric Workstation.

Table 3.  Result of road surface elevation

ID. X 
(m)

Y
(m)

Elevation 
(m)

1 322631.572 4160314.515 25.290
2 322626.764 4160338.782 25.120
3 322620.644 4160364.039 25.290
4 322614.548 4160390.181 25.292
5 322608.451 4160411.570 25.891

Average – – 25.377

Table 4.  Result of street tree and building roof edge height

No. Height of Building
(m)

Height of Tree
(m)

Height Diff.
(m)

1 14.126 13.701 0.425
2 11.908 13.208 -1.300
3 11.886 5.276 6.610
4 8.829 4.074 4.755
5 8.707 8.036 0.671
6 19.497 9.012 1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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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대상 지역에서 추출된 가로수와 인접한 건

물 지붕 모서리의 높이 정보, 그리고 건물과 가로수 높

이값의 차이를 나타낸다. 6번 가로수의 경우 인접건물

에 비해 높이 차이가 다른 수목에 비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가로수의 경우 타 가로수에 비해 대기

저감 효과가 적다고 판단할 수 있다.

넓은 영역에서 가로수를 관측하기 위해선 여러 조합

의 입체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각 입체시들의

정확도가 일관되게 나타나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3개의

스테레오 모델을 선정하여 동일한 가로수의 높이 측정

을 수행해 보았다. Fig. 6은 각 스테레오 모델에서 추출

된 동일 가로수의 3차원 정보를 나타낸다.

Table 5는 정확도 비교를 위해 각기 다른 3개의 스테

레오 모델에서 동일한 가로수(Tree1~Tree6)를 관측하

여 추출한 3차원 정보이다. 각 가로수의 수고점에 대해

모델별로 관측된 3차원 좌표가 세 개 추출된다. 가로수

높이의 참값이 없으므로 추출된 3차원 좌표의 수평, 수

직요소에 대한 평균 좌표를 계산하여 기준치로 삼고 세

개 좌표와의 수평, 수직 오차의 RMSE를 계산하여 불확

실성을 판단하였다. Tree1과 5의 경우 모델간의 수평오

차가 3cm, 수직오차가 11cm로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었

다. Tree4의 경우 수평 43cm, 수직 76cm의 오차가 측정

되었는데, 이 가로수의 경우 수목 최고점이 명확하지 않

은 것과 촬영 영상간의 획득 시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

한 오차로 분석된다. 이런 오차들을 감안하더라도 높이

값 추출 테스트해 본 대부분의 수목에서 모델 간 수직

오차가 30cm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입체시를 통한 무인항공기에서의 안정적인 수목측정

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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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6.  3D position of 1st street tree in each models (a : first model, b : second model, c : third model).

Table 5.  Result of accuracy comparison of stereo models

Tree1 X (m) Y (m) Elevation (m)
Model1 322600.493 4160419.611 39.196
Model2 322600.438 4160419.520 39.273
Model3 322600.500 4160419.568 39.081
Horizontal
RMSE 0.032 Vertical

RMSE 0.079

Tree2 X (m) Y (m) Elevation (m)
Model1 322604.182 4160400.205 38.913
Model2 322604.396 4160399.921 38.603
Model3 322604.141 4160400.884 38.283
Horizontal
RMSE 0.257 Vertical

RMSE 0.257

Tree3 X (m) Y (m) Elevation (m)
Model1 322604.694 4160392.792 38.991
Model2 322604.694 4160392.797 38.940
Model3 322604.697 4160392.835 38.596
Horizontal 0.010 Vertical 0.175
Tree4 X (m) Y (m) Elevation (m)
Model1 322633.051 4160338.031 36.823
Model2 322631.680 4160338.780 38.583
Model3 322632.247 4160338.425 37.153
Horizontal
RMSE 0.434 Vertical

RMSE 0.763

Tree5 X (m) Y (m) Elevation (m)
Model1 322620.685 4160385.755 37.713
Model2 322620.638 4160385.282 37.493
Model3 322620.247 4160385.425 37.393
Horizontal
RMSE 0.197 Vertical

RMSE 0.133

Tree6 X (m) Y (m) Elevation (m)
Model1 322615.626 4160431.123 39.483
Model2 322615.537 4160430.909 39.643
Model3 322615.832 4160432.105 39.063
Horizontal
RMSE 0.322 Vertical

RMSE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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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고찰

무인항공기는 국지적인 영역의 빠른 영상획득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치/자세 정보

의 획득이 불안정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수목의 높

이 측정을 수행하였다. 수치사진 측량기법을 적용하여

무인항공기의 위치/자세 보정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입

체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정된 영상 및 대상지역

에 해당하는 스테레오 모델을 도화기에 적용하여 별도

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작하지 않고도 수고의

추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가로수와 인접 건물의 높

이를 함께 취득하여 인접한 두 사물간의 상대적인 높이

차이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 도시협곡 내의 가로수 높이

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치도화기

를 이용하여 여러 스테레오 모델에서 추출된 동일한 수

목의 높이값에 대한 정확도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여러 모델에서도 동일한 개체가 안정적으로 획득이 되

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무인항공기 스테레오 영상

을 이용한 수목 추출방식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업에 해당 무인항공기 영상정렬 기술이 적용될 경

우 수치도화기나 별도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

가 스테레오 영상을 구성하는 각각의 좌우 영상에서 수

목점과 주변의 지상점을 영상에서 선택하는 것만으로

도 효율적인 수고 추출이 가능하다. 이처럼 경제적이고

신속한 방식은 시기별로 변화하는 가로수의 현황 파악

및 도심지 내 환경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추가 연구로는 사용자가 영상 내 한 점을 선택하

면 자동으로 수고를 추출하는 연구 및 영상에서 자동으

로 수목을 추출한 뒤 수고를 계산하는 기술의 개발을 수

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직방향에서 취득된 영상뿐만 아

니라 다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의 입체시가 가능하다면,

수목 개체의 관리 및 분석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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