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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토의 구성 및 변화를 탐지하기 위해서 항공 라이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표면의 구성을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한 지형 분류 기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점 기반 분류 방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형을 타일 단위로 분할하여 분류하는 타일 기반 지형 분류 방법은 처리속도 면에서 향상되었지만 좁은
영역의 복잡한 지형에 대해서 분류 정확도가 저하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 라이다 데이
터에 대한 타일 단위의 지형 분류의 정확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항공 영상을 항공 라이다 데이터와 같은 크기의
타일로 분할하고 이미지 처리 기법들을 통해 특징들을 추출하여 지형 분류에 함께 활용하는 융합된 타일 기반
지형 분류 기법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제안된 융합된 타일 기반 지형 분류 기법은 항공 라이다
데이터 또는 항공 영상만을 이용한 기존의 방법보다 높은 분류 정확도를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주제어: 항공 라이다, 항공 영상, 융합된 타일 기반 지형 분류, 분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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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purposes of accurate analyzing and monitoring land configuration and usages, several
topographical classification schemes using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e) data have been
widely studied. Although tile-based classification schemes have been proposed to overcome the
inefficient computation problem of point-based schemes, the tile-based scheme has low accuracy
especially against complex configurations in narrow area. In this paper, an integrated tile-based
topographical classification scheme is proposed in which several characteristics of aerial image tile
which is pre-splitted according to the aerial LiDAR tile is also used to enhance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f the previous tile-based scheme.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proposed
integrated tile-based scheme is known to be able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f the
previous tile-based ones.
Key words: Aerial LiDAR, aerial image, integrated tile-based topographical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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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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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정한 크기의 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분할하고
각 타일의 점 분포 패턴 및 평균 고도, 반사정도 등

최근 산림의 분포, 자연재해, 해안선의 변화 및 도

의 특징들을 추출하여 지표면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

심 구조의 변경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항공 라이

법이다. 타일 기반 지형 분류 방법은 기존 점 기반

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유형을 분류하는 여

방법이나 패치 기반 방법에 비해서 경계선 추출 영

러 지형 분류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역의 크기를 타일내로 제한하고 모든 측정 점이 아

되고 있다[1,2]. 항공 라이다 데이터는 지표면의 한

닌 타일을 기본단위로 분류를 수행하여 처리의 중복

측정 지점에 대한 x, y, z의 3차원 좌표 정보와 반사

을 제거함으로서 연산 속도를 증진시킨다는 장점이

강도 및 반사회수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이다. 이런

있다. 그러나 좁은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지형이 혼

항공 라이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유형을 분

재되어 있는 복잡한 지형에 대해서는 여러 지표면

류하는 방법은 점 기반 방법, 패치 기반 방법, 타일

유형이 혼재된 복합 클래스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기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1,2].

분류 클래스의 수가 증가하며, 이런 경우에는 지형

항공 라이다 데이터로부터 지형의 유형을 분류하

분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6]. 따라서

기 위한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점 기반 방법이 널리

지형분류 이후에 건물 또는 도로 객체를 정확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점들 사이의 인접성, 기울기

분류하기 위해서는 타일 단위의 지형 분류에 대해

등의 속성을 조합하여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지표면

정확성을 검토해서 오분류를 교정하는 보정단계[6]

과 비 지표면을 구분하는 방법이다[3]. 하지만 점

가 필요하게 되어 실행시간의 효율성 증진 효과를

단위의 중복된 연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

반감시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

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패치 기반 방법

기 위해서는 타일 단위 지형 분류의 정확성을 증진

이 제시되었다[4]. 패치 기반 방법은 점들 사이의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접성 관계를 그래프(graph) 구조로 모델링하여

지형 분류를 위해서 항공영상을 이용하는 연구도

저장하고 이를 패치 형태로 그룹화 하여 지형을 분

함께 진행되고 있다[7,8]. 특히, [7]은 항공 영상 데

류하는 방법으로서 오류에 대한 견고성을 향상시키

이터로부터 이미지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추출한 건

고 기존 점 단위 방법보다 연산량 측면에서 비용 절

물 세그먼트를 이용하여 항공 라이다 데이터로부터

감 효과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4]. 하지만

건물 세그먼트를 분할하여 건물을 모델링 하는 방법

그래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측정 점들 간의 인접성

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미지 파일 전체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점들 간의 거리 정보

를 대상으로 픽셀 단위의 연산을 통해 항공 영상을

를 저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산량과 저장 공간의

분석하고 특정 요소를 추출해 내는 방법으로서 보통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

항공 영상의 이미지 픽셀의 개수가 항공 라이다 데

로 최근 연구에서는 라이다 데이터를 타일 단위로

이터의 점 개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분할하여 지표면의 유형을 분류하는 타일 기반 지형

못하다. 즉, 항공 영상 전체 영역에 대해 건물 경계

분류 방법이 제안되었다[1,5].

선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

타일 기반 지형 분류 방법은 항공 라이다 데이터

에 이를 직접 지형분류에 적용하면 비효율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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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지형분류 기법 및 항공영상의
특징정보

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항공영상에는 다양한 노이
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공 영상으로부터 건물의 경
계선을 정확하게 추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항공 라이다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형을 분류하고

[9].
본 논문에서는 항공 라이다 데이터를 타일 단위로

객체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항공 라이다 데이터로부

분할하여 지형 분류를 실시하는 기존의 타일 단위

터 대상물의 표면 정보를 추정하는 항공 라이다 데

지형 분류 방법의 분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자 항공

이터 분할(segmentation) 과정을 거친다. [2]에서

영상을 지형 분류에 함께 이용하는 융합된 타일 기

는 기존의 항공 라이다 데이터 분할 기법을 [표 1]

반 지형 분류 기법을 제안하였다. 융합된 타일 기반

과 같이 분류하였다. 에지 검출, 스캔 라인, 클러스

지형 분류 기법에서는 항공 라이다 데이터로부터 분

터링 방법은 항공 라이다 점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할된 타일(항공 라이다 타일이라고 함)에 대응되는

처리하여 객체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점

위치의 항공 영상을 같은 크기의 타일(항공 영상 타

기반 분류 방법이라 구분하고 표면 확장, 그래프 분

일이라고 함)로 분할한 후, 항공 라이다 타일로부터

할 방법은 처음에는 점 데이터로부터 패치 또는 세

추출한 특징 정보와 항공 영상 타일로부터 추출한

그먼트를 구성한 후 패치를 확장하여 객체의 면을

특징 정보를 함께 반영하여 지형분류를 실시함으로

인식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패치 기반 분류 방법이라

써 지형 분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고 구분하였다.

본 논문의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관련 연구로서 항공 라이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지형
분류 기법들을 간단히 요약하여 기술한다. 또한, 지
형 분류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
한 항공 영상의 특징 및 이를 이용하는 타당성을 간
단히 소개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항공
라이다 타일과 항공 영상 타일을 함께 이용하여 지
표면의 유형을 분리하는 융합된 타일 기반 지형 분
류 기법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융합된 타일 기반 지형 분류기의 정확도를 항공 라
이다 데이터만을 이용한 타일 기반 지형 분류기의
정확도와 항공 영상만을 이용한 지형 분류기의 정확
도와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를 기술한다.

[

1]

라이다 데이터 분할 방법의 구분([2])

종류
설명
라이다 데이터로부터 DSM을 생성
에지 항공
한
후
, 에지 검출을 적용하여 패치의 경
검출 계를 파악
항공 라이다 데이터가 취득되는 스캔 라
스캔 인상의 점집합을 직선으로 분리한 후 인
라인 접하는 라인 세그먼트를 통합하여 패치
를 형성
클러스 공간상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클러스터
터링 링 기법으로 패치를 구분
허프 변환을 기반으로
표면 최소제곱법이나
패치를 생성하고 기울기나 연속성
확장 초기
등과 같은 유사성을 기준으로 확장
점 데이터로 그래프를 생성하여 세그먼
그래프 트내의 점들 간의 유사성을 최대로 하고
분할 인접한 세그먼트간의 유사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귀적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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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라이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존의 지형 분류

여 사용할 수 있는 분류 특징으로서 이미지 처리 분

기법들은 항공 라이다 데이터에 포함된 점으로부터

야의 대표 연구인 [10,11,12]에서 이미지 내용을 분

선, 면 등을 추출하고 이를 다시 재구성하여 객체를

석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미지의 에지,

모델링하는

질감, 색상 등의 기본 특징을 소개한다.

특성을

갖기

때문에

상향식

(bottom-up) 지형 분류 기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첫 번째 항공 영상의 지형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

상향식 지형 분류 기법에서는 항공 라이다의 모든

할 수 있는 특징은 경계선 패턴이다. 항공영상을 구

점 데이터를 기준으로 처리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성하는 수목영역, 건물영역, 도로영역 등은 각각 다

필요한 연산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향식 지

른 형태의 경계선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건물

형 분류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팀

영역에서는 직각으로 꺾어지는 직선 형태의 패턴이

에서는 타일 단위의 지형 분류 기법을 제안하였다

자주 나타날 것이고, 숲 영역에서는 다수의 불규칙

[1]. 타일 단위의 지형 분류 기법에서는 항공 라이

한 경계패턴들이 구축될 것이다. 따라서 [10]에서

다 데이터를 타일단위로 미리 분할하여 타일 단위로

사용한 방법을 이용하여 영상에서 경계선이라고 할

분류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지형을 결정하

수 있는 에지 집합에 워터 필링 알고리즘(water

기 때문에 타일 단위의 지형 분류 기법은 하향식

filling algorithm)을 적용하여 최대 분기 횟수(max

(top-down) 분류 방법에 속한다. 하향식 분류에서

fork count)와 최대 분기 길이(max fork length)등

는 타일 단위로 지형 분류를 하기 때문에 좁은 지역

을 분류 특징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형을

에 다양한 형태의 지형이 혼재되어 있는 복잡한 지

구분할 수 있다.

형에 대해서는 지형 분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지형을 구분하기 위한 두 번

이 있다[6]. 따라서 객체를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

째 특징 정보는 이미지 내부의 질감 패턴이다. 불규

서는 타일 단위의 지형분류에 대해 정확성을 검토해

칙적인 수목의 패턴과 대체로 낮은 명도를 갖는 도

서 오분류를 교정하는 보정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로의 패턴, 그리고 건물의 패턴은 서로 다른 이미지

[6]. 이러한 보정단계를 많이 필요하면 할수록 지형

패턴을 가질 것이다. [11]에서는 이미지 패턴의 동

분류를 위한 소요시간이 길어지고 지형분류의 효율

질성(homogeneity),

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타일 단위

(correlation), 에너지(energy), 엔트로피(entropy)

지형 분류 기법의 효율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 다섯 가지 특징들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구분하는

타일 단위 지형 분류의 정확성을 증진해야 한다.

기준을 제시하였다. 항공 영상에서도 서로 다른 지

본 연구에서는 타일 단위 지형 분류 기법의 정확
성 증진을 위해서 항공 영상으로부터 이미지 인식을

대비(contrast),

상관계수

형이 다른 질감 패턴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
징 정보들을 이용하여 지형을 구분할 수 있다.

위해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분류 특징을 추출하

세 번째 특징 후보는 이미지의 주요 부분에 대한

여 항공 라이다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분류 특징과

주요 색상 정보이다. 항공영상 이미지 내부에는 여

함께 고려하여 지형 분류를 실시하는 융합된 타일

러 지형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지형

기반 지형 분류 기법을 제안한다. 본 장의 이후에서

요소들 중에서 주된 지형을 찾고 이 부분의 주요 색

는 지형 분류의 목적으로 항공 영상으로부터 추출하

상을 고려하기 위해 [12]에서 제안한 기법을 활용

26

데이터베이스연구 제28권 제1호(2012.4)

하여 색상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12]는 이미지의

라이다 데이터와 항공 영상 데이터를 각각 학습단계

각 픽셀을 양자화하여 미리 정의된 25개의 색상 테

와 같은 과정을 거쳐 타일로 분할하고 분할된 타일

이블로 매핑 시키고 서로 인접해 있는 픽셀을 하나

단위로 특징을 추출한다. 학습 과정을 통해 생성된

의 조각으로 묶어 조각 내부의 픽셀 수가 일정 임계

분류모델을 이용하여 테스트 데이터의 특징을 기반

값 이상이면 그 조각의 색상을 주요 색상으로 선정

으로 타일 단위로 지형을 분류한다.

하여 특징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융합된 타일 기반 지형 분류 기법
3.1 융합된 타일 기반 지형분류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한 항공 라이다와 항공 영상 데
이터를 함께 이용하여 타일 단위로 지형 분류를 실
시하는 융합된 타일 기반 지형분류 시스템의 구성
및 동작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우선 학습(training) 단계에서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해 항공 라이다 데이터와 항공 영상 데이터를 같

[그림 1] 융합된 타일 기반 지형 분류 시스템

은 크기의 타일로 분할한다. 분할된 타일 단위로 지
형 분류를 실시하기 위해서 각각 항공 라이다 타일

3.2 특징정보의 선정

로부터 항공 라이다 데이터를 위한 특징 추출 도구
를 이용하여 항공 라이다 데이터의 지형 분류를 위

융합된 타일 기반 지형 분류 기법에서 사용하는

한 특징 정보를 추출한다. 또한 항공 영상 타일로부

항공 라이다 데이터 관련 특징정보는 기본적으로 본

터 항공 영상을 위한 특징 추출 도구를 이용하여 항

논문의 선행연구[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도 관

공 영상의 지형을 분류하기 위한 특징 값들을 추출

련 특징 13개, 반사정도 관련 특징 14개, 기타 후보

한다. 각 타일에서 추출된 특징 값들은 특징 데이터

특징 5개를 포함하여 총 32개를 선정하였다.

베이스에 보관된다. 특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항공 영상 정보를 지형 분류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류 특징 정보에 대해서는 3.2절에서 소개한다. 학

항공 영상 타일로부터 분류 특징 정보를 추출해야

습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특징 정보들을 이용하여 데

한다. 이때, 항공 영상 타일의 국부적 특성보다는 전

이터마이닝 도구 WEKA[13]로 분류 모델을 생성한

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 분류에

다. 지형 분류를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

더 좋은 기준을 제공해 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의 선정에 대해서는 3.3절에서 소개한다.

서는 이미지 처리 분야에서 이미지 상호간의 유사도

테스트(test) 과정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의 항공

를 비교하는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3가지 처

항공 라이다와 항공 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융합된 타일 기반 지형 분류 기법

리 방법을 이용하여 총 25개의 전역적 특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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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추출하여 지형 분류에 활용하였다([표 2] 참
조). [10]에서와 같이 경계선 패턴에 워터 필링

지형 분류에 사용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분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총 18개의 특징을 정의하여

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분류

활용하였다. 또한, [11]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미
지 내부 영역의 질감 패턴을 이용하여 지형 분류
를 실시하기 위한 동질성(homogeneity), 대비
(contrast),

상관계수(correlation),

에너지

(energy), 엔트로피(entropy)의 5개의 특징 정보
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12]를 참조하여 이미지로
부터 특징이 되는 주요 영역을 찾아내고 찾아낸
주요 영역의 지배 색상(dominant color)을 2개 추
출하여 지형을 분류하기 위한 특징 정보로 정의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가지의 지형으로만 이루어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타일 단위 분류 방법의 가
장 큰 장점인 처리 속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해
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류 속도가 보장되
며 일반적인 분류에서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데이터 마이닝의 분류기법들인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지지 벡터 기계
(support vector machine: SVM), 분류 규칙 집합
(decision rule set: PART 알고리즘), 그리고 결정
트리(decision tree: J48(C4.5) 알고리즘)를 사용하

져 있는 순수타일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지

여 각 방법의 분류 정확도를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형이 혼재되어 있는 혼합 타일도 분류 클래스로

분류 기법을 선택하였다. 각 분류 모델의 정확도는

이용하였다. 따라서 한 타일 내에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 마이닝 도구 WEKA을 이용하여 10-군집

지형이 포함된 경우에는 두 가지의 주요 색상을

상호검증(10-folds cross validation) 기법을 이용

특징정보로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측정 하였다.

[

2] 항공 영상의 지형분류를 위한 특징 정보

분류 특징

maxFillingTime
associatedForkCount
maxForkCount
associatedFillingTime

～
FCH_bin0～6
FTH_bin0 6
homogeneity
contrast
correlation
energy
entropy

firstDominantColor
secondDominantColor

설명

알고리즘의 전체 진행 시간
최대 진행 시간을 갖는 분기의 분기횟수
최대 분기 횟수
최대 분기 횟수를 갖는 분기의 진행시간
진행 시간 히스토그램(7개 값)
분기 횟수 히스토그램(7개 값)
이미지의 동질성 정도
이미지의 명암 대비 정도
이미지 픽셀간의 상관 계수
이미지 명암도의 균일성 정도
이미지내의 밝기 값 분포 정도
첫 번째 지배 색상
두 번째 지배 색상

28

데이터베이스연구 제28권 제1호(2012.4)

분류 모델을 선택하기 위한 실험에서 사용한 지형

건물+초원, 건물+도로, 숲+초원, 숲+도로, 초원+

데이터는 [1]에서와 같이 2008년 11월에 ALTM

물, 도로+초원의 여섯 가지 복합타일을 추가로 클래

Gemini 167을 이용하여 전라남도 장성 지역에서 취

스로 지정하여 총 11가지 클래스를 정의하고 분류

득한 항공 라이다 데이터와 같은 지역의 항공 정사

모델의 생성에 활용하였다. 이론상으로는 위에서 제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타일의 크기는 [1]에

시한 여섯 종류의 복합 타일 이외에도 건물+물, 건

서 제시한 바와 같이 10m×10m 크기를 사용하였다.

물+숲 등의 복합 타일이 고려되어질 수 있으나 실

타일 단위로 분할된 지형에 대해서 항공사진으로부

제 장성 지역에 이러한 복합타일의 경우가 매우 적

터 구성 지형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11,000개

었기 때문에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의 타일을 실험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하나의 타일에 세 개 이상의 지형이 복합되어 있는

[1]에서는 항공 영상으로부터 숲, 초원, 도로, 건
물, 물 등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5개의 순

경우도 항공영상에서 정확한 지형 구분을 판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수 타일만을 이용하여 정확도 분석을 하였으나 본

[그림 2]는 각 모델별로 분류 정확도를 정리한 것

연구에서는 하나의 타일에 두 개 이상의 지형이 분

이다. 전체적인 분류 정확도를 살펴보면 비슷한 정

포되어 있는 복합 타일도 분류 클래스로 사용하였

확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형 분류 이

다. 타일 기반 지형 분류기법에서는 점 기반 방법이

후에 객체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경계선 추출의 주

나 패치 기반 방법과 같이 영상이나 개개의 점 데이

요 대상이 될 수 있는 복합타일의 분류 정확도가 순

터 단위로 지형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 타일 내

수타일의 분류 정확도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요소가

부에 두 가지 이상의 지형이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

될 수 있다[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장 높은 복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에서 사용한 숲, 초

합타일 분류 정확도를 보이며 모델 생성에 소요되는

원, 도로, 건물, 물의 다섯 가지 순수타일 클래스 이

시간이 가장 짧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후 실험에

외에 하나의 타일에 두 개의 지형이 복합되어 있는

활용하였다.

100%
90%
80%
70%
60%
순수타일

50%
40%

복합타일

30%

종합

20%
10%
0%
BayesNet

SVM

[

PART

J48

2] 분류 모델별 정확도 비교

항공 라이다와 항공 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융합된 타일 기반 지형 분류 기법

4. 실험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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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 데이터와 항공 영상을 함께 이용하는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융합된 타일 기반 지형 분류 기법의

본 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융합된 타일 기

분류 정확도는 91.12% 정도이다. [그림 3]에서 관

반 지형 분류 기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융합

찰할 수 있는 것처럼 항공 영상과 항공 라이다 데이

된 타일 기반 지형 분류 기법의 분류 정확도와 항공

터로부터 각각의 특징정보를 따로 활용하였을 경우

라이다 데이터만을 이용한 타일 기반 지형 분류 기

보다 두 가지 데이터를 융합했을 경우가 더 높은 분

법의 분류 정확도, 그리고 항공 영상만을 이용한 타

류 정확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일 기반 지형 분류 기법의 분류 정확도를 비교하였

항공 라이다 데이터와 항공영상 데이터가 서로 부족

다. 성능 분석을 위한 분류의 정확성 측정은 3.3절에

한 부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상호보완적인 분류

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장성 지역의 11,000개 타일

모델이 생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0m×10m 크기)에 대해서 WEKA를 이용하여

[그림 3]의 분류 정확도 수치들은 본 연구의 선행연

10-군집 상호검증(10-folds cross validation) 기

구 [1]에서 진행한 순수 타일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

법으로 측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1]에서와

에서 얻은 분류 정확도 97% 보다 낮은 수치인데 이

달리 5개의 순수 타일 이외에 실험 데이터에서 존재

는 여러 지형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타일을 분류 클

하는 6개의 복합 타일도 분류 클래스에 포함시켜 총

래스에 포함시켜서 보다 세부적으로 분할한 것이 분

11개의 분류 클래스를 이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분

류 정확도의 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석하였다. 각 기법의 분류 정확도를 타일의 유형에

러나 지형 분류 정보를 이용하여 객체 정보까지 추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출해야 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항공 라이다 데이터만을 활용하여 순수 타일과 복

반드시 빠르고 정확한 타일 단위의 지형 분류를 위

합 타일에 대한 실험을 통해 얻은 종합적인 분류 정

해서는 단일 타일뿐만 아니라 복합 타일까지 분류

확도가 83.36% 이며 항공 영상 데이터만을 이용하

클래스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선행

여 얻은 종합적인 분류 정확도는 82.25%이고 항공

연구를 좀 더 발전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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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0%
60%
50%

Image 특징 이용

40%

LiDAR 특징 이용

30%
20%

융합 특징 이용

10%
0%
순수타일

[

복합타일

종합

3] 각 특징 적용 시 타일별 분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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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향후 연구

도를 향상시키고, 두 가지 이상의 지형이 혼재된 복
합지역에서 건물과 도로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추출

본 논문에서는 항공 라이다 데이터를 타일 단위로

하기 위한 기법을 추가로 연구하여 홍수나 지진등과

분할하여 지형 분류를 실시하는 타일 단위 지형 분

같은 재난 시에 빠르게 지표면의 변화를 탐지할 수

류기의 분류 정확도를 증진하기 위해 항공 영상으로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부터 추출한 특징 정보들을 함께 이용하여 지형 분
류를 실시하는 융합된 타일 단위의 지형 분류기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항공 라이다 데이터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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