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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무인비행체 영상을 활용한 원격 탐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

다. 무인비행체 영상은 위성 영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시계열

모니터링에 적합해 중소규모 대상지를 탐사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

서는 간척지와 산림지에서 무인비행체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하고 분석하

여 표토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우선 실내에서 흙을 분류하고 흙의 함수

비와 염도를 추정하는 이미지 처리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무인비행

체를 이용해 촬영한 현장 영상을 분석하는 데 이용하였다.

흙의 특성을 추정하는 이미지 처리 기법 개발을 위해, 간척지 시료의

디지털 이미지를 획득하고 픽셀 단위로 RGB 데이터를 분석하여 함수비

및 염도를 추정하는 회귀식을 개발하였다. 간척지 시료의 함수비가 증가

함에 따라 RGB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개발된 회귀식의 결정

계수는 0.965, 표층 염도 추정식의 결정계수는 0.689로 나타났다. 또한,

흙의 분류를 위한 기법의 경우, 산림 토양 5종 등 총 7 종류 흙의 이미

지 분석을 통해 각 흙을 분류하는 방법을 판별 분석 이론을 이용해 제시

하였다. 그 결과, 건조 상태에서 각 시료의 분류 정확도는 99.4%로 나타

났으며, 습윤 상태에서는 72.4%의 분류 정확도를 보였다.

무인비행체를 통해 획득한 각각의 이미지는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

으며 전처리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정사 영상으로 변환한 후 표토 노출 구

간만을 추출하였다. 간척지 영상에서 추출된 표토 노출 구간에 실내에서

개발한 함수비 추정 회귀식을 적용하여 함수비 분포를 맵핑하였고, 실측

값과의 오차는 평균 2.99%로 나타났다. 염도 맵핑의 경우, 60dS/m를 기

준으로 고염 지역 분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전체 분류 정확도는 80%

로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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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에서 획득한 무인비행체 영상에서는 임도 노출 구간을 추출하고

비탈면 활동이 예상되는 지역을 추출하여 표층의 추정 함수비 분포를 맵

핑하였다. 또한 무인비행체 영상에서 수치 표고 모형을 생성하고 비탈면

의 횡단을 추출하였으며, 이는 비탈면 안정성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무인비행체 영상 이미지 처리 기법을 시계열 영상

자료에 적용한다면, 간척지의 함수비 및 염도 분포, 산림지 표토의 함수

비 및 비탈면 활동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고해상도로 모니터링하고 분

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이미지 프로세싱, 무인 비행체, 흙의 분류, 흙의 특성,

간척지, 산림지

학 번 : 2011-3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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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흙의 함수비는 토질 조사에서 가장 먼저 측정하는 항목이며 가장 기초

적인 물리 특성으로 흙의 강도 특성과 거동 특성에 영향을 준다 (Zhu

등, 2010). 하지만 표층에 분포한 흙은 강우, 가뭄 등의 기상 상황과 유

수의 흐름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되며 관심 영역 내에서의 값

또한 공간적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de Jeu 등, 2008).

따라서 대표 지점에서 채취하여 실험한 함수비를 전체 영역의 대푯값으

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까지도 대표 지점에 대한 토질 조

사 결과를 전체 대상 지구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연구자들은 간접적으로 흙의 함수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Persson(2005b)은 이미지 분석을 통해 흙의 함수비를 추정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하였고 Zhu 등(2011)이 가시광선 내에서 회색조 디

지털 이미지를 이용해 흙의 수분 함량을 추정하는 연구를 하였다.

Gomez-Robledo 등(2013)은 모바일폰을 먼셀 컬러 측정 센서로 사용하는

연구를 하였으며, 최근에는 Zanetti 등(2015)이 열대지역 흙의 컬러 이미

지를 인공신경망 분석 기법으로 함수비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는 공통적으로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Digital image processing, DIP)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이미지를 획득, 처리, 분석하는 일련

의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초기 연구들은 회색조 이미지를 분석하여 흙의 색을 정확히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컬러 이미지를 이용한 최근 연구에서도 사용한 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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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적용성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전무해 국내 흙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흙을 구분하고 분류하는 것은 토질 분야에서 기본적인 시험 항목

이며 흙의 관리 측면과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

다(Hartemink와 Bockheim, 2013). 흙은 입도 분포와 연경도 등을 고려하

여 공학적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입자 크기를 점토, 실트, 모래 등으로 구

분하여 삼각좌표법에 의해 토양학적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또한 동일

지구 내에서도 공간적 편차가 존재할 수 있으며 흙의 분류에 따라 화학

적, 물리공학적 거동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흙을 정

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다(Viscarra Rossel

등, 2006). DIP 기법을 이용한 흙 분류 연구는 최근 스마트폰의 컬러 센

서를 이용해 흙의 분류 가능성을 연구하는 등 초기 연구가 진행 중인 단

계이다(Han 등, 2016). 흙은 각 지역별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

존 연구의 방법론을 모든 흙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흙에

대한 분류 방법 연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흙의 함수비, 분류는 해당 지역 흙의 토질공학

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장을 방

문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실험실로 옮겨와 실험을 통해 그 값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넓은 지역에 대해 모든 지점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위성 영상 등을 이용

한 원격 탐사 기술(Remote Sensing, RS)이 활용되고 있으며, 흙의 색과

특성을 관련시킨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초기에는 위성 영상을

이용해 토양의 색을 분석하는 방법과 수분에 관련된 특성에 적용하는 연

구가(Escadafal, 1993; Mattikalli, 1997), 최근에는 흙의 분류와 특성을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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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하는데 위성 영상을 활용하는 연구(Taghizadeh- Mehrjardi 등, 2014b;

Odgers 등, 2015)와 흙의 염도를 원격 탐사 기술로 예측하는 연구가 있

었다(Metternicht 와 Zinck, 2003; Guo 등, 2013; Xie 등, 2013; Bai 등,

2016). 이와 같이 위성 영상을 이용한 표토의 원격 탐사 관련 연구는 상

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계속해서 발전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위성

영상을 이용한 원격 탐사 기술은 다음과 같은 기술의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첫째 공간 해상도가 낮아 중, 소규모 지역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Landsat 위성의 해상도는 30m급이며 SPOT 위성이 5-10m급이

고 IKONOS 위성 영상이 1m급이다. 이는 한 픽셀이 1～30m(임원택,

2016)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중, 소규모 지역의 표토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못하고 대규모 지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할 때 유용하다. 따라서 중소규모 특정 관심 지역에 대한 분석에서는 공

간 해상도 문제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시간 해상도도 낮아 시계열 모니터링과 긴급한 모니터링에 적합

하지 못하다. 위성은 궤도를 순환하며 동일 지점에 다시 돌아오는 데

3～26일 정도가 소요(임원택, 2016)되어 대상 지역에 대해 3～26일 마다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위성 영상은 원하는 시점의 영상을 획

득하지 못할 수 있고 구름 등 기상 상태에 따라 영상 사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어 일 단위 또는 주 단위 간격의 모니터링에는 적합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이 낮은 단점이 있다. 모든 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드는 인력과 비용에 비해 경제적이라 할 수 있지만 고해상도

(1m) 영상을 이용하려면 원천 영상 한 장에 수백만원이 소요되고 영상

보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중, 소규모 지역에서 시계열 모니터

링 자료로 확보하기에는 경제성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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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단점들로 인해 시계열 모니터링이 필요한 중, 소규모 지역에서

는 위성 영상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고품질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무인 비행체(Unmanned aerial vehicle,

UAV) 촬영 영상을 이용하였다.

제 2 절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농촌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간척지 흙과 산

림지 표토에 대해 시료의 색상을 이용한 새로운 분류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DIP) 기법은 디지털

이미지를 처리, 분석하여 다양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법

으로 대상 시료에 대한 디지털 이미지를 획득하고 처리, 분석하여 흙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검증할 것이다.

또한 흙의 기본 물리적 특성 중 하나인 함수비를 DIP 기법을 통해 분

석하고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

와 함께 간척지 흙의 염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할 것이다.

위성 영상을 이용한 원격 탐사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무인비행체(UAV)를 이용해 고품질의 영상을 획득하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고 정사 영상 및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을 연구하

려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정사 영상을 분석해 간척지 지역에서

표토 노출 지역을 추출하고 그 지역의 표토 함수비 및 염도의 공간적 변

동성을 평가하고 검증할 것이다. 또한 산림지에 얻은 영상을 이용해 임

도 구간과 표토 노출 구간을 추출하여 흙을 분류, 함수비를 추정하고

수치표고모형에서 추출한 노출 비탈면의 횡단을 비탈면 활동 안정성 평

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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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제 1 절 이미지 처리 기법을 활용한 토질 특성 평가

Ringrose-Voase 와 Bullock(1984)는 토양의 블록에서 발견되는 공극의

형태와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이미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결

함부와 공극의 특징을 찾기 위해 이미지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Ringrose-Voase, 1987). Dathe 등(2001)은 이미지 분석을 통해 얻은 토

양 공극의 크기와 양을 프랙탈 차원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Mora 등(1998)은 자갈과 같은 큰 입경을 가진 입자들의 크기를 디지

털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으로 측정하는 연구를 하였고, 조립토의 입도분

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때 측정한 입자의 최소 사이즈는 약

6mm 이상으로 일반적인 모래 이하의 흙(4.75mm 이하)에는 적용하기 어

려운 기술이었다. 이후로도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거나 입도 분포 곡선을

추정하기 위한 DIP 분석 기법의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었다(Naphade,

1999). Ghalib과 Hryciw(1999)는 이미지 모자이크 기법과 유역 분석 방

법을 이용해 여러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고 개략적인 입체 형상을 2차원

영상에서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Shin과 Hryciw(2004) 는 Wavelet

분석을 통한 입도분포곡선 추정 기법을 연구하였다. 국내에서도 황택진

(2007)은 DIP 기법을 이용해 입자의 크기 입자의 거칠기 및 형상 분류를

수행하고 형상 변환 계수를 적용해 대골재의 입도분포 분석을 연구하였

다. Jung (2010)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침강속도가 다른 점을 이용해 조

립토 입자를 침강시키고 하부에서부터 이미지 분석을 통해 입도분포를

추정하였으며 Ohm 등(2013)도 침강 개념을 이용해 입도 분포를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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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위와 같이 이미지 분석을 통한 입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나 입

경이 큰 입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Velde(1999)는 흙과 점토에 발생하는 표면 균열의 구조를 아날로그 사

진으로 분석하여 균열의 형태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및 불규칙한 사

각형이라고 확인하였고 균열의 발생 특성을 연구하였다. Colina 와 Roux

(2000)는 균열의 패턴을 분석하였고 Horgan 과 Young(2000)은 균열이

발생하여 확장하는 특징을 설명하며 균열이 다른 균열을 만나면 확장이

멈추게 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신현우(2006)는 카올리나이트를 이용

해 시료 깊이에 따른 균열 발생 특성을 분석하고 프랙탈 차원으로 계산

하였다. Baer 등(2009)도 유사한 방법으로 건조 수축 균열을 이미지 분

석과 프랙탈 차원 해석으로 분석하였고 Li 와 Zhang(2010)은 토양 내

균열 네트워크의 체적을 DIP 기법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토

양 균열은 토양 내에 불연속면을 생성하는 것과 같아 균열을 따라 투수

계수가 커지게 되고 유체의 이동 통로가 되어 오염의 확산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어스댐과 같이 흙으로 만든 비탈면에 발생된 균열은

전단 강도를 감소시키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토양 균열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활발하게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 DIP 기법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 토양에서의 다짐 현상은 토양 구조를 변화시키고 작물의 생산량

을 저하시킬 수 있어 다짐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Mooney 와 Nipattasuk(2003)은 염료 추적자를 사용하고 이미지 분석을

통해 토양 심도별 다짐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후

Persson(2005a)은 이미지 분석을 통해 염료 추적자의 농도 추정 정확성

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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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디지털 이미지를 분석할 때에는 어떠한 컬러 모델을 쓰느냐가 중

요한 문제인데, Viscarra Rossel 등(2006)은 토양학에 적용하기 위한

Munsell HVC, RGB, CIEXYZ, CIELAB 와 CIELUV 등의 다양한 컬러

모델을 비교 분석하였다. Goddijn 과 White(2006)은 디지털 이미지의

RGB 분석으로 수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Moonrungsee 등(2015)은 토양

내 가용한 인(P) 의 양을 추정하는 연구를, Yadav 와 Ibaraki(2010)은 감

자의 잎에 있는 엽록소의 양을 RGB 기반 이미지 분석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Choodum 등(2013)은 일반 디지털 카메라

와 아이폰으로 획득한 디지털이미지의 RGB 분석을 통해 흙 속 TNT에

대한 신속한 양적 분석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Kruse 등(2014)은 식물 잎

의 표면에 발생한 병해충의 양적 분석을 위해 RGB 이미지 분석 기법과

픽셀 분류 방법을 도입한 것과 같이 디지털 이미지 분석에서는 RGB 컬

러모델을 적용하는 연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Guijarro 등(2015)과

Tang 등(2016)은 농경지에서 획득한 이미를 분석해 농작물과 토양을 더

욱 정교하게 분류해 내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토양의 함수비 추정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ersson(2005b)이 이미지 분석을 통해 토양 수분을 추정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한 이후 Zhu 등(2011)이 회색조 이미지를 이용해 토양 수분

함량을 추정하는 연구를 추가하였으며 Gomez-Robledo 등(2013)은 모바

일폰을 먼셀 컬러 측정 센서로 사용하는 연구를, Zanetti 등(2015)은 토

양의 컬러 이미지를 인공신경망 기법으로 분석하여 함수비를 추정하는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토양 분류에 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Han 등(2016)이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해 토양 분류 가능성을 연구하는

등 초기 단계이다.

이외에도 토양 색에 관한 연구(김기인과 홍순달, 2002)와 경관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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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국내 각 지역 토양 색의 조사(박연선과 신옥, 2010)가 있었고,

DIP 기법을 이용해 비중계의 Calibration을 자동화 하는 연구(Lee, 2004),

빛이 투과 되는 흙의 불포화토의 특성 (Peters 등, 2011), 포화도 분석을

하여 투수계수를 예측 (임동기, 2011), 실내에서 콘관입 시험시 석영의

파괴면 분석 (Arshad 등, 2014), 매립 토사의 침강 특성 연구(김동근,

2016) 등이 이루어졌다.

제 2 절 무인비행체(UAV)를 활용한 원격탐사

위성 영상을 이용해 토양의 특성을 분석하는 원격탐사(Remote

sensing, RS) 관련 연구는 1990년 이후 계속되어 왔다. Escadafal(1993)

은 토양의 색을 분석하는 방법과 적용성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Mattikalli(1997)는 실내에서 위성 영상에서 얻는 가시광선 영역과 근적

외선 영역의 분광 특성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이용해 토양의 색을 모델

링하였다. Metternicht 와 Zinck(2003)에 의해 흙의 염도를 원격 탐사 기

술로 예측하는 연구가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박종화(2003)

는 RS 기법을 이용해 토양의 색과 수분에 관련된 분광 반사 특성을 연

구하였다.

최근에도 Guo 등(2013)은 위성 영상의 밴드별 특성값을 조합한 NDVI

수치 등을 이용해 대단위 지역의 염도를 디지털 맵핑하는 적용성을 연구

하였으며 Xie 등(2013), Taghizadeh-Mehrjardi 등(2014a)과 Bai 등(2016)

은 각각 플로리다, 이란 중부, 중국 북부지역에 대한 염도를 RS 기법으

로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Taghizadeh-Mehrjardi 등(2014b)

과 Odgers 등(2015)은 토양 분류와 토양의 특성을 맵핑하는데 위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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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이용한 RS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처럼 위성 영상을 이용한 토양의 원격 탐사 관련 연구는 상당한 진

전을 이루었으며, 계속해서 발전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위성 영상이

가진 한계점(시․공간적 해상도가 낮고 대규모 지역에서는 효율적이나

중,소규모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에는 적합하지 않은) 또한 있

는 실정이다. 위성 영상을 이용한 RS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항공 영상 또는 UAV를 활용한 방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밀 농업 분야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Magri 등(2005)은 항

공 영상을 이용해 작물의 생산량, 유기물 함량 등을 추정하였으며, Hung

등(2014) 은 UAV에 탑재된 고해상도 카메라를 통해 얻은 항공 영상으

로 식물의 영역을 좀 더 정확히 산출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Quiquerez

등(2014) 은 고해상도 항공 영상을 이용해 포도밭 침식에 미치는 표토

특성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Eltner 등(2015)도 여러 기간에 걸쳐 얻은

UAV 데이터를 이용해 소하천에서의 토양 유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

다. Senthilnath 등(2016)은 UAV 비행을 통해 얻은 RGB 이미지 분석을

통해 토마토 작물을 분류해 내는 기법을 발표하였다. Ballesteros 등

(2014) 은 UAV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고해상도 이미지의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에서는 UAV 영상을 이용해 측량,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데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환희 등(2006)이 저고도 촬영시스템을 이용

한 영상지도 제작을 시도하였고, 부등각 사상 변환을 이용해 영상의 지

형을 보정하는 연구(김성삼 등, 2008), 수치표고 모형을 작성(장호식,

2008) 하거나 붕괴사면의 3차원 입체 지형을 추출(장호식, 2010)하는 연

구 등이 초기 연구였다. 이후 좀 더 저렴해지고 사용이 간편해진 UAV

가 등장함에 따라 3D 공간정보 취득(정성혁, 2010)과 저고도에서 근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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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간 공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최경아 등, 2011), 초

경량 고정익 UAV를 활용해 생성된 정사 영상의 정확도를 평가(이인수

등, 2013)하고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김석구, 2014, 조영선, 2015), 하천

및 해안의 정보 구축(여한조, 2016, 이강산, 2015) 등 공간 정보 구축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렇게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도 초기 단계로 시작되었는데,

UAV 영상을 국공유지 무단 사용 등 실태 조사에 활용(이시욱, 2016)하

거나 산림지에서 개체 식별(임원택, 2016) 하는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UAV를 이용한 영상 획득과 활용에 관한 국내 연구가

많이 미흡한 실정이며 추후에는 관련 연구가 많이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

다. UAV 관련 하드웨어 기술은 최근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어 개선된

성능의 UAV에 고품질의 영상이 획득 가능하고 위성 영상과 같이 다양

한 파장대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초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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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DIP 기법

1. DIP 기법의 개요

디지털 이미지 처리(DIP) 기법은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이미지

획득 장치를 통해 얻어지거나 컴퓨터를 사용해 생성된 이미지를 처리하

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이미지의 생성, 처리, 해석, 인식

및 전송 기술 등도 이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DIP 기술은 IT 기술의

발전으로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의학, 생물학, 군사학, 문서 처리, 공

장 자동화, 농식품 분야 및 원격 탐사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이미지는 노이즈에 강하고 고품질화, 소형화가 가능하고 상대

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이 가능하고 아날로그 이미지에 비해 데이

터 처리가 간편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형, 분석 및 기능을 활용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어 그 사용 분야와 범위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컬러 모델

컬러 모델은 특정 색과 다른 색, 즉 컴퓨터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색상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색 공간(color space) 또는 컬러 다이어

그램이라고도 한다. 이미지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컬러 모델이 필

요하며 컬러 이미지의 색상값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표준 모델이 존재

하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의 기본 색상 성분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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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혼합 모델인 RGB 컬러 모델이 대표적이며, 밝기와 색상, 채도에 기

반 한 HSV 모델 등도 주로 사용되고 있다(전준철, 2014). 이 외에도 미

국 화가 먼셀에 의해 고안된 먼셀 차트와 국제조명위원회에서 제안한

CIELab 색 체계 등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컬러 모델이다.

2.1. RGB 컬러 모델

RGB 컬러 모델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가산 혼합에 의해서 컬러

가 생성되도록 하는 모델로써 컬러 모니터와 컬러 비디오 카메라 등을

위한 디지털 이미지 분석 기술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델

이다. 이 모델은 빛의 삼원색을 이용하여 색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R,G,B

세 종류의 광원을 이용하여 색을 혼합할수록 밝아지기 때문에 가산 혼합

이라고 한다. RGB 컬러 모델은 Fig.3-1과 같이 정육면체의 모델로 설명

할 수 있는데, 검정색은 정육면체의 원점(0,0,0), 흰색(255,255,255)은 정육

면체의 반대 끝에 위치하며 명암도는 검정에서 흰색으로 연결되는 대각

선을 따라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색상과 명암의 표현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RGB 컬러 모델은 컴퓨터 이미지 처리에 유용하며 디지털

이미지에서 획득하는 픽셀별 데이터는 R,G,B 형태로 추출되어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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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RGB_color_model)

[Fig.3-1] Concept of the RGB color model

2.2. HSV 컬러 모델

HSV 컬러 모델은 인간의 시각 시스템과 유사한 모델로 색상(Hue), 채

도(Saturation), 그리고 진하기(Value)의 기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SL(Hue, Saturation, Lightness), HSI(Hue, Saturation, Intensity) 등과

유사한 색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색상(Hue)은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고

리 모양으로 배치한 색상환(원형)에서 가장 파장이 긴 빨강을 0˚로 하였

을 때 상대적인 배치 각도를 통해 색상 차이를 표현하며 0˚～360˚의 범

위를 갖고 360˚와 0˚는 모두 빨강 색상을 의미한다. 채도(Saturation)는

특정한 색상의 가장 진한 상태를 100%로 하였을 때 진하기의 정도를 나

타내어 채도값 0은 같은 명도의 무채색을 의미하고 진하기(Value)는 흰

색, 빨간색 등을 100%, 검은색을 0%로 하였을 때 진하기의 정도를 나타

낸다. HSV 색 공간 모형은 다음 Fig.3-2와 같이 원기둥 모형과 원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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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나뉘어지며 원기둥 모형에서는 색상값이 각도로 표현되어 수평

단면의 어느 방향에 위치하는지를 지정하게 된다. 채도는 원의 중심에서

의 거리에 해당하며 정 중앙에 무채색이 위치하고 원기둥의 겉면은 가장

진한 채도를 가진다. 진하기는 높이에 해당하여 위로 갈수록 색이 진하

게 나타난다. 한편 원뿔모형은 원기둥 모형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진하기 0%는 오직 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점으로 표

현되고 원뿔의 꼭짓점에 해당하게 된다.

(a) Cylinder model (b) Cone model

(https://ko.wikipedia.org/wiki/HSV)

[Fig.3-2] Concept of the HSV color model

2.3. 먼셀 차트

먼셀 차트는 미국의 화가 먼셀이 1905년에 개발하고, 1940년 미국 광

학회(OAS)에 의해 수정된 컬러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색상과 명도,

채도를 중심으로 색을 분류하고 있다.

먼셀의 색상은 Fig.3-3과 같이 5가지 기본 색상 R(빨강), Y(노랑), G

(초록), B(파랑), P(보라)와 각 기본 색상 사이의 중간 색상 5가지 YR(주

황), GY(연두), BG(청록), PB(남색), RP(자주) 등 10가지 색상을 기본으



- 15 -

로 한다. 이 10가지 색상은 다시 각각 10개의 색상 단계로 등분되어 총

100가지 색상이 전체 색상의 범위이다.

먼셀의 명도 개념은 무채색을 기준으로 이상적인 검은색을 0, 이상적

인 흰색을 10으로 하고, 그 사이를 9단계의 무채색으로 분할하여 총 11

단계로 나타낸다. 채도는 회색을 띠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색깔이

없는 무채색을 0으로 기준하여 색의 순도에 따라 채도 값을 단계별로 표

기하며, 그 색상에서 가장 순수한 색의 채도값이 최대가 된다.

먼셀 차트는 토양에 대한 현장 조사 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확인한 색상 정보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데 용이하다. 하지만

육안에 의존한 색상 분류로 개인차가 발생할 소지가 크며, 정밀하게 분

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http://www.handprint.com/)

[Fig.3-3] Concept of the Munsell col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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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이미지의 획득 및 분석

3.1. 디지털 이미지가 포함하는 데이터

디지털 이미지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화(이진화 데이터)된

이미지를 일컬으며, 각 위치에 대한 색상값의 함수로 정의될 수 있다. 디

지털 이미지는 사각형의 픽셀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픽셀의 위치

값(x, y)과, 그 위치에 해당하는 색상값을 가지고 있다. RGB색 공간에서

영상의 색상은 RGB(Red, Green, Blue)의 세 가지 색상의 조합으로 표현

이 되며, 8비트(bit) 컬러 이미지에서는 Red, Green, Blue가 각각

  개의 진하고 연한 색상으로 나뉘게 되어 한 픽셀은 24비트(bit)

로써  × × ≈만 종류의 색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디

지털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의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데 이를 교환 이미지 파일 형식(EXIF, 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이라 한다. 이는 화상 데이터와 함께 카메라 제조사,

카메라 모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사진을 보정한 날짜, EXIF 버전, 촬

영한 날짜, 사진의 픽셀 크기, 노출 시간, 촬영 시 카메라 프로그램 정보,

렌즈 초점 길이, 조리개 값, 플래시 사용 여부 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위성항법장치(GPS) 수신기에서 오는 위치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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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디지털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한 영상의 처리

이미지 데이터의 처리에 있어 대수적 처리 방법은 이미지의 기본 요소

인 픽셀의 값 또는 픽셀들의 집합 형태인 행렬을 기반으로 연상을 수행

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포인트 처리와 영역 처리, 프레임 처리 등으로 구

분 할 수 있다(전준철, 2014).

- 포인트 처리(point process) : 개별적인 픽셀에 기반을 둔 처리방법

- 영역 처리(area process) : 픽셀들의 집합 형태인 영역 혹은 행렬에

기반을 둔 처리방법

- 프레임 처리(frame process) :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영상을 이용

하여 영상을 처리하는 방법

대수적 연산은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 데이터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기

본적인 연산으로 산술연산, 블리언 연산 등이 해당하며 각 이미지에서의

특정 픽셀의 값을 연산하여 새로운 픽셀값을 얻어내게 되는 과정을 하나

의 이미지 처리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이미지 또는 한 이미지에서 특정 픽셀 값들을 덧셈, 뺄셈, 나눗셈

과 곱셈 연산 등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미지의 특정 픽셀 값에 임의의

값을 더하거나 빼는 경우 기존 이미지의 밝기 값을 더 밝게 하거나 어둡

게 조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곱셈이나 나눗셈에 의해 이미지의 대

비값을 조절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전준철, 2014).

일반적으로 디지털 이미지의 편집 및 분석은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하

는데, 가장 대표적인 상용 프로그램은 Adobe 사의 Photoshop 등이 있

다. 하지만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영상 처리는 상용 프로그램

에서 제공하는 단편적인 기능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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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디지털 영상 처리 방법을 사용하였다. 컴퓨터에서 사용하

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부분 디지털 영상 처리를 구현할 수 있다. 디지

털 영상 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C, C++,

Java, R, openCV, matlab 등이 있으며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방

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Java 언어를 이용하

여 디지털 이미지 처리 및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대표적인 디지털 영상

처리 소스코드는 Fig.3-4와 같다.

[Fig.3-4] Digital image processing using Java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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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흙 시료들의 분류를 위해 선형 판별 분석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이론을 이용 하였다. 판별 분석 이론은

간격 척도를 가진 모집단의 독립 변수 선형 결합과 케이스가 속한 집단

을 나타내는 명목 척도인 종속 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각각의 사례

(case)에 대하여 그것이 어느 모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분류하는 기법이

다.

판별 함수(Z) 는 다음과 같이 독립변수의 선형 결합 형태로 나타난다.

     ∙∙∙ (식 3.1)

여기서, 는 판별계수,  은 독립변수를 의미한다.

판별 분석에서는 소속 그룹이 이미 알려진 케이스에 대하여 독립변수

를 측정하고 이 변수들의 선형 함수인 판별 함수 Z를 작성한다. 이후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케이스를 가져와 판별 함수 식을 통해 어느 그룹

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기법이다.

판별 점수 Z의 집단 간의 변동과 집단 내 변동 비율을 최대화하는 절

편과 독립 변수의 계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 Fig.3-5에

서와 같이 A집단과 B집단은 X1과 X2을 축으로 하는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X1 축으로 정사영하여 분포를 구하면 D1 영역만큼의 중복 영

역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X2 축으로 정사영하면 D2 크기만큼의 중복

영역이 발생한다. 판별 함수는 각 변수에 판별 계수를 포함해 새로운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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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으로의 정사영 선형 함수를 만들어 그림의 D3와 같이 중복 영역이 최

소가 되게 하여 두 그룹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http://m.blog.naver.com/gkenq/10188802783)

[Fig.3-5] Conceptual graph of discrimin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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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UAV 기반 영상 분석 이론

1. UAV 개념과 종류

1.1. UAV 개념

무인비행체(UAV)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 또는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동력 항공기를 말한다. UAV는 과거 군사용으로 개발되

어 정찰, 폭격 등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UAV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기술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시도되

고 있다. 상업용 드론 시장 규모는 2023년 100억 달러 이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글로벌인포메이션은 세계 무인기 시장

이 연평균 10% 성장해 2023년에는 12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특히

민간 무인기 시장은 연평균 35% 증가하여 8.8억 달러 규모로 예측하고

있다(박재성 등, 2015; Global Information, 2014).

2013년 기준 세계 드론 시장의 규모는 66억 달러이며 이 중 90% 이

상이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다국적 기업들의 상업

적 용도 활용, 관련 기술 개발 등을 통해 UAV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대부분 군사용 목적으로 UAV가 활용되었던 반면 민간용 무인항공

기는 환경, 기상연구, 탐사 등 과학적 목적 외에도 농업, 어업, 산림 및

국토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간용

UAV는 크게 상업용, 공공 활용, 연구 활용 분야로 나뉠 수 있다. 상업

용 활용 분야는 탐지 및 탐사, 기상 및 통신, 운송, 방송 등의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공공 활용 분야는 국토 및 해양, 산림, 교통상황 등의

관리 및 감독 분야에 주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치안, 수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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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활용 분야에서는 기상 및

대기 연구, 지리 정보 구축, 자원 탐사, 해양 관측 등 여러 분야에서 응

용될 수 있다(박재성 등, 2015; 국토해양부, 2009).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UA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차

원에서도 재난 감지, 방재 활동 등에 활용이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TV 방송에서도 UAV를

활용한 간단한 항공 촬영은 필수적이 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

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고 판매되는 UAV는

전무한 실정이며 주로 유럽이나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고 그

활용처도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1.2. UAV 종류 및 특성

무인항공기는 활용 목적에 따라 크게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UVS-International 에서는 무인항공기의 중량, 운용 가능 범위,

비행고도, 주행 시간에 따라 초소형, 소형, 단거리용, 중거리용, 고고도

및 장거리용으로 Table 3-1과 같이 구분한다(Eisenbei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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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UAV classification

Category name Mass(kg)
Range

(km)

Flight

Altitude(m)
Endurance(h)

Micro < 5 < 10 250 1

Mini < 25 or 30 < 10 150/250 < 2

Close range 25-100 10-30 3,000 2-4

Medium range 50-250 30-70 3,000 3-6

High Alt.

Long Endurance
> 250 > 70 > 3,000 > 6

또한 무인비행체는 비행 방식에 따라 Fig.3-6과 같이 고정익 방식

(fixed wing)과 회전익 방식(rotary wing) 으로 구분된다.

Fixed wing Rotary wing

[Fig.3-6] UAV classification – wing type

고정익 방식은 회전익 방식에 비해 비행 중 전력이나 연료의 소모가

적어 비행 시간이 길고 안정적이지만 이착륙을 위한 활주 공간이 필요하

기 때문에 산악 지역이나 도심 지역 등에서는 운영하기 어렵고 바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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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크게 받는 단점이 있다. 한편 회전익 방식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

하여 활주 공간이 따로 필요 없으며 장소에 제약 없이 촬영이 가능하고

제자리 비행이 가능하여 원하는 지점에 대한 근접 촬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조영선, 2015;임원택, 2016).

1.3. UAV 활용 분야

무인비행체를 활용하는 분야는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군사 분야에서는 주로 적지에 대한 탐사와 공격을 위해 개발되어

원거리에서 조종기와 통신을 통해 전송된 영상을 관찰하며 비행을 하거

나, 미리 프로그램된 경로를 비행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용

되고 있다. 최근 무인비행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민간용으로 사

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기상, 환경, 국경, 도로, 해안 등

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산불, 산사태, 지진 등의 재난 지원, 인터넷 통신

의 중계 및 원격 탐사, 지도 제작 등에 활용되고 있다(조영선, 2015).

원격 탐사는 지금까지 위성 영상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뤘으나 위성

영상은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요 비용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궤도를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어 원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획득하

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비하여 무인비행체 영상을 이

용한 원격 탐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원하는 시점에 촬영하고 획득할 수

있으므로 원격 탐사 분야에서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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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의 표정 및 보정

무인비행체에서 촬영된 영상은 약 60% 이상의 중복도를 갖도록 촬영

되어 입체시(Stereopsis)를 갖는 영상을 형성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위치

에서 촬영된 여러 이미지를 기반으로 공통의 좌표 정보를 갖는 정사 영

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내부표정(Interior orientation)과 상호표정

(Relative orientation), 절대표정(Absolute orientation) 과정이 필요하다

(이강산 2015). 내부표정은 렌즈 왜곡, 렌즈의 초점 거리, 주점 좌표와 같

은 카메라의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공선조건을 만족시키는 과정을 말한

다. 상호표정은 정사 영상을 구축하기 위해 상하좌우 영상들의 공액점이

서로 일치하도록 사진의 경사(°)와 위치(x, y)를 조정하는 과정을 말하며

절대표정은 상호표정의 결과에 GCP 정보를 부여하여 대지 좌표와 일치

시키는 과정을 말한다(김형준, 2009).

내부표정(Inner Orientation)은 사진 주점을 촬영 중심에 일치시키고 초

점 거리를 도화기의 눈금에 맞추는 작업으로 화면 거리 조정과 주점의

조정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내부표정이 정밀 좌표 관측기에 의해 관

측된 상좌표로부터 사진 좌표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진 주

점을 투영기의 중심에 일치, 초점 거리의 조정, 건판 신축 및 대기 굴절

보정, 지구 곡률 보정 및 렌즈 왜곡의 보정 요소를 정리하여야 한다.

촬영된 사진의 주점을 입체 도화기의 투명 양화 지지기(photo carrier)

의 중심에 일치시키고 촬영 사진기의 초점 거리를 도화기의 초점 거리

눈금에 맞추는 작업이 기계적 내부 표정이고, 상좌표(image co-

ordinate)로부터 사진 좌표(photo coordinate)를 구하는 수치 처리를 해석

적 내부표정이라 한다(이시욱, 2016).

상호표정(relative orientation)은 촬영 당시 카메라간의 상대적 위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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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관계를 도화기상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서로 겹치게

촬영한 두 장의 사진에서 서로 대응하는 광선을 교차시켜 종시차를 소거

한 입체 모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상호 표정 인자는 회전 인자(K  )

및 평행인자(  )의 최소 5점의 표정점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

로 대칭형으로 6점을 취한다.

절대표정(absolute orientation)은 상호 표정이 끝난 입체 모델을 대상

물의 기준점 또는 지상 기준점을 이용하여 대상물의 좌표계와 일치하도

록하여 실세계 좌표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절대표정은 7개의 요소(

K    Cx  Cy Cz)를 결정하는 것으로 2점의 X,Y 평면 기준점 좌표와

3점의 고도 좌표가 필요하므로 최소한 3점의 표정점이 필요하다.

영상의 기하 보정을 위한 좌표 변환은 크게 선형 변환(linear

transformation)과 비선형 변환(non-linear transformation)으로 나눌 수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부등각 사상 변환(Affine 변환)은 식 3.2

와 같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X ′  aX  aY a

Y ′  bX  bY b
(식 3.2)

여기서, a1, a2, a3 , b1, b2, b3 는 부등각 사상 매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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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의 보간

픽셀 값의 보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최근린 보간(Nearest neighbor interpolation)

- 쌍선형 보간(Bilinear interpolation)

- 쌍입방 보간(Bicubic interpolation)

이들 각 방법 가운데 위쪽 방법일수록 수행 시간이 빠르고, 아래쪽 방

법일수록 더욱 정교한 보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린 보간

최근린 보간은 가장 가까운 픽셀의 색상값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Fig.3-7에서 (x, y) 및 (x+1, y+1) 등의 좌표는 정수 값으로 주어지는 입

력 이미지의 픽셀 위치이고, p와 q는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이다. 즉 픽

셀 값을 가지지 않는 (x+p, y+q)의 위치에 해당하는 색상값을 구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 보간법이며 최근린 보간은 단순히 좌표 (x+p, y+q)를

정수 위치로 반올림하여 해당 위치의 색상값을 가져오는 방법이다.

Fig.3-7은 (x+p, y+q) 지점에서의 색상값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x+1, y) 의 색상값으로 가져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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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7] Nearest neighbor interpolation(Lee, 2013)

최근린 보간은 단순히 가장 가까운 픽셀 값을 읽어오기 때문에, 최대

값과 최소값이 손실되지 않는 점과 계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확

한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으며 영상이 부드럽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블록의 형태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쌍선형 보간

최근린 보간시 발생하는 블록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상 이미지의 색

상값을 구할 때, 값을 구하려는 위치 주변의 여러 픽셀 값을 사용하여

선형 보간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쌍선형 보간은 x축과 y축에 대하

여 각각 선형 보간한 색상값을 얻어 내는 과정으로 목표 위치(x+p, y+q)

주변의 네 점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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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8] Bilinear interpolation(Lee, 2013)

Fig.3-8은 쌍선형 보간을 수행할 이미지의 좌표를 나타낸 그림으로 정

수 값 좌표 (x, y)와 인접한 정수 좌표들에 해당하는 색상값을 각각 a,

b, c, d라고 하면 보간을 수행할 목표 지점(x+p, y+q)에서의 각 축에 대

한 색상 보간 값은 다음 식의 e, f를 통해 구할 수 있다.

  × × (식 3.3)

  × × (식 3.4)

쌍선형 보간의 최종 결과에 해당하는 색상값은 다음 식 g 와 같이 구

할 수 있게 된다.

  × ×
 × ××  ×

(식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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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입방 보간

쌍입방 보간은 기본적인 영상 보간 기법 중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

져 있으며 목표 위치 좌표 (x+p, y+q) 주변의 네 정수 좌표 (x, y),

(x+1, y), (x, y+1), (x+1, y+1) 내부의 영역을 한 단계 확장하여 곡면으

로 보간하는 방법이다. 네 점에서의 곡면이 확장된 12 점과 연속적이며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이용하여 곡면을 근사하게 된다. 따라서 총 16

개의 점을 사용하며 Fig.3-9에 쌍입방 보간에서 사용하는 점들의 배열을

나타내었다.

[Fig.3-9] Bicubic interpolation (Lee, 2013)

쌍입방 보간에서 네 정수 좌표 (x, y), (x+1, y), (x, y+1), (x+1, y+1)

내부의 영역 (x+p, y+q)는 다음 수식과 같이 p, q에 대한 3차 다항식으

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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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3.6)

여기서 i, j는 각각 0에서 3차까지 각 항의 지수를 나타낸다. 다항식은

p와 q의 세제곱까지 조합한 총 16항의 합을 구하는 것으로, 쌍입방 보간

은 16개의 계수인  값을 찾아내는 것이 된다. 계수  는 16개의 지점

좌표의 색상값을 대입하여 16개의 식을 만들고,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

결정할 수 있다(이희석, 2013).

본 연구에서는 실내에서 획득한 이미지 분석시에는 가장 높은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쌍입방 보간을 이용해 디지털 이미지를 확대 또는 축소하

였으며 UAV 영상 분석에서는 최근린 보간법을 이용해 연산 속도가 향

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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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대상 및 적용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지

1. 간척지

우리나라 전체 간척 사업 면적은 2013년 기준 약 13.5만 ha(준공 완료

약 9만 ha)로 국내 농지 면적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간척

지 흙의 대표적 토성은 미사질 양토(Silty Loam)가 대부분을 이루고 일

부 지역에서 세사토, 세사양토 등이 나타나며 이러한 흙을 공학적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면 대부분 저소성 실트(ML), 고소성 실트(MH),

실트질 모래(SM)로 일부 지역에서 점토가 우세한 흙(CL, CH)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

간척지는 강 하구와 해안의 경계에 방조제 및 매립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염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일부 제염이 된 지역에서도 건조

기에는 모세관 현상으로 인해 재염화가 수시로 발생해 작물 생육에 큰

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간척지 흙은 투수계수가 낮아 배수성이 불

량하다는 점도 제염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재염

화 발생시 용수 공급을 통한 제염을 제때 하지 못하면 제염 시간이 지체

되게 되고 이로 인해 작물에 염해를 입힐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염화

발생을 빠르게 모니터링하고 재염화 지역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

지만 면적이 넓은 간척지의 특성과 수시로 변하는 기상 조건 등으로 인

해 염 상승 지역을 빠르게 찾아내고 구분하는 일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척지 지역의 대상 시료로써 시화호 주변에서 채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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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사용하였다. 향후 농업용지로 개발 예정인 탄도호 주변을 조사

사이트로 선정하였다.

2. 산림지

산림지 표토는 해당 지역의 기후, 지형과 지질, 식재의 종류 및 생성

시간 등이 상호 작용하여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 지형과 기후는 흙 물질

의 안정도 퇴적상태 수분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며 지형에 따라 흙의 침

식, 운반, 퇴적 등이 진행되어 토양 층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흙의 모

재가 되는 암석은 흙의 생성과 특성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우리

나라의 지질은 화강암, 화강편마암, 석회암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석

회암은 주로 경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은 전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제주도와 울릉도는 내륙 지역과 다르게 화산암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림 토양 특성이 내륙지역과 다르게

나타난다(정진현 등, 2004).

산림 토양의 분류는 다음 Table 4-1과 같이 8개의 토양군, 11개의 토

양아군과 28개의 토양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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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Forest soil classification of Korea

토양군 기호 토양아군 기
호 토양형 기호

갈색
산림토양 B

갈색산림토양 B
갈색건조산림토양 B1
갈색약건산림토양 B2
갈색적윤산림토양 B3
갈색약습산림토양 B4

적색계갈색산림
토양 rB 적색계갈색건조산림토양 rB1

적색계갈색약건산림토양 rB2
적황색

산림토양 R·Y 적색산림토양 R 적색건조산림토양 R1
적색약건산림토양 R2

황색산림토양 Y 황색건조산림토양 Y

암적색
산림토양 DR

암적색산림토양 DR
암적색건조산림토양 DR1
암적색약건산림토양 DR2
암적색적윤산림토양 DR3

암적갈색산림토
양

DR
b

암적갈색건조산림토양 DRb1
암적갈색약건산림토양 DRb2

회갈색
산림토양 GrB 회갈색산림토양 Gr

B
회갈색건조산림토양 GrB1
회갈색약건산림토양 GrB2

화산회
산림토양 Va 화산회산림토양 Va

화산회건조산림토양 Va1
화산회약건산림토양 Va2
화산회적윤산림토양 Va3
화산회습윤산림토양 Va4

화산회자갈많은산림토양 Va-gr
화산회성적색건조산림토

양 Va-R1
화산회성적색약건산림토

양 Va-R2

침식토양 Er 침식토양 Er
약침식토양 Er1
강침식토양 Er2
시방지토양 Er-c

미숙토양 Im 미숙토양 Im 퇴적성미숙토양 Im
암쇄토양 Li 암쇄토양 Li 암쇄토양 Li

8개 토양군 11개 토양아군 28개 토양형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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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군은 식별이 용이한 토색을 주요 지표 인자로 하고 있고 토양아군은

전형적인 토양아군과 다른 토양군으로의 이행적인 토양아군의 특징을 포

함하여 명명하게 된다. 가장 낮은 단계 분류인 토양형은 수분 조건, 토양

단면의 형태의 차이 및 토양 성숙도의 차이에 의해 명명하고 있다.

토양군 분류에서 갈색산림토양(B), 적황색산림토양(GY), 암적색산림토

양(DR), 회갈색산림토양(GrB), 화산회산림토양(Va)은 모암을 중심으로

분류되며 각 토양의 색상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된다. 하지만 각 토양군

을 분류하는데 있어 주관적인 판단과 모호한 부분이 있어 산림 토양 분

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침식토양(Er), 미숙토양(Im),

암쇄토양(Li)의 분류는 모암이나 색상의 기준이 아닌 침식을 통한 유실

여부, 층위 발달 여부 등으로 분류하게 되어 앞선 분류와 방법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색상을 기준으로 분류 가능한 갈색산림토양

(B), 적황색산림토양(R․Y), 암적색산림토양(DR), 회갈색산림토양(GrB),

화산회산림토양(Va)을 대표 산림 토양으로 선정하였다.

3. 시료 채취 위치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간척지 토양 1종, 산림 토양 5종과 이들 토

양과 비교를 위한 풍화토 1종으로 총 7종이다. 본 시료는 다음과 같이

명명하고 약어로써 표기하였다.

- 간척지 흙 (Sihwa, S)

- 갈색 산림 토양 (Brown, B)

- 적황색 산림 토양 (Red. R)

- 암적색 산림 토양 (Dark re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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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갈색 산림 토양 (Gray, G)

- 화산회 산림 토양 (Volcanic, V)

- 풍화토 (Weathered, W)

간척지 시료는 탄도호 인근에서 채취(Shiwa, S)하였는데, 탄도호는 시

화호의 남쪽으로 이어지며 호수를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농업용지 개발

예정되어 있는 곳이다.

산림지 시료는 1 : 25,000 산림 토양도를 참고하여 각 토양군이 위치하

는 지역의 경위도 좌표를 획득하고, 그 지점에서 채취하였다.

갈색산림 토양(Brown, B)은 국내에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산림토

양군으로 주변 산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토양이다. 본 연구에서는

UAV 운용 편의성과 현장 접근성, 시료 채취 허가 등을 고려하여 서울

대학교 연습림인 태화산 학술림에서 채취하였다.

적황색 산림토양(Red, R)은 암적색 산림토양(Dark red, D)은 주로 강

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에 분포하고 있고 경기도 일대에 일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인근에 위치한 사이트에서 채취하였으며 각

각 화성시 문호교회 일대와 안산시 사동공원 일대에서 채취하였다.

회갈색 산림토양(Gray, G)은 전국적으로 영덕과 무주 지역에서만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무주 지역에서 회갈색 산림토양을

획득하였다. 화산회 산림토양(Volcanic, V)은 제주도 어승생 저수지 인근

에서 채취하였다. 비교를 위한 풍화토(Weathered, W)는 서울 홍릉 인근

에서 채취하였으며 다음 Table 4-2와 Fig.4-1에 시료 채취 위치를 모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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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The coordinate of sampling site

Sample Latitude Longitude City

B 37.309404 127.30986 Gwangju

D 37.28844 126.84164 Ansan

R 37.23417 126.80021 Hwasung

G 35.98825 127.63727 Muju

V 33.414417 126.48421 Jeju

S 37.212331 126.659629 Hwasung

W 37.587655 127.045324 Seoul

[Fig.4-1] Locations of sampling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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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 시료의 기본 특성

4.1. 시험항목

▪ 토성 분류를 위한 기초 물성 시험

- 입도분석 : 체분석 및 레이저 입도 분석

- 비중시험

- 액성한계시험

- 소성한계시험

▪ 토양 내 염분농도 측정

- 전기전도도 측정

▪ 토양 내 무기물, 광물 구성 성분 및 유기물 함량 파악

- X선 형광분석 (XRF, X-Ray Flourescence Spectrometry)

- X선 회절분석 (XRD, X-Ray Diffraction)

- 강열감량 (LOI, Loss on ignition)

▪ 시험방법

- 기초 물성 시험, 전기전도도 측정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ISO 기준에

준하여 시험을 실시함

- XRD, XRF 및 강열감량 측정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NICEM)에서 시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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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초 물성 시험 결과

입도분석시험은 흙의 입도분포를 구하기 위해 실시하며 입경 0.075mm

이상의 조립질 입자의 경우 체분석으로, 그 이하의 세립질 입자의 경우

에는 레이저 입도 분석기를 이용하였고 비중 측정 결과도 함께 Table

4-3에 정리하였다.

[Table 4-3] Particle size characteristics of soil samples

% finer than 

(mm)



(mm)



(mm)
  4.75

mm
0.075
mm

B 95.06 44.87 0.012 0.037 0.180 14.48 0.63 2.53

D 97.11 70.84 0.004 0.013 0.040 11.35 1.22 2.57

R 92.97 48.21 0.003 0.013 0.244 75.14 0.21 2.59

G 93.95 31.18 0.022 0.072 0.180 8.13 1.31 2.61

V 97.99 88.70 0.006 0.017 0.037 6.33 1.33 2.07

S 99.94 70.16 0.012 0.042 0.069 6.00 2.22 2.66　

W 100.00 10.10 0.074 0.436 1.674 22.54 1.53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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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 Particle size distribution curves of samples

입도 시험결과와 연경도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흙을 공학적인 분류방

법인 통일분류법(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USCS)으로 분류하

면 다음 Table 4-4와 같다.

[Table 4-4] Classification of soil samples according to the USCS

% finer than LL

(%)

PI

(%)
USCS

4.75mm 0.075mm

B 95.06 44.87 N.P N.P SM

D 97.11 70.84 28.78 11.79 CL

R 92.97 48.21 36.64 20.67 SC

G 93.95 31.18 N.P N.P SM

V 97.99 88.70 N.P N.P OL

S 99.94 70.16 N.P N.P ML

W 100.00 10.10 43.57 5.96 SW-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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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화학적 특성

흙의 강열감량은 110±5℃의 노건조토를 650℃의 강한 열에서 2시간

강열하고 항량이 될 때까지 방냉한 후 얻은 감소 무게를 건조토의 무게

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흙의 물리적·역학적 성질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 또, 화합수·결정수가 많은 점토광물 등은 10～20% 정도의 강

열감량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본 시험 결과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에 의뢰하여 얻었다.

다음 Table 4-5에 연구대상 시료에 대한 XRF 결과와 강열감량(Loss

of ignition, LOI) 결과를 정리하였다.

[Table 4-5] The results of X-ray fluorescence analysis and loss of

ignition

Element
Content (%)

B D R G V S W

SiO2 66.82 68.28 70.71 68.44 56.74 67.17 68.34

Al2O3 21.38 20.94 17.48 17.60 22.40 12.16 17.1

Fe2O3 7.35 6.20 7.38 5.78 12.67 3.53 2.47

K2O 0.89 1.07 0.62 1.03 0.54 3.65 3.83

MgO 2.23 1.17 1.47 1.59 2.13 1.60 0.32

TiO2 0.17 0.28 0.23 0.13 0.52 0.72 0.35

CaO 0.34 0.20 0.52 1.06 1.57 2.62 1.43

Na2O 0.27 0.01 0.75 1.50 1.12 4.79 5.71

SO3 0.02 0.05 0.01 0.05 0.53 0.77 0.06

P2O5 0.11 0.09 0.10 0.13 0.89 0.13 0.06

MnO 0.08 0.04 0.13 0.11 0.27 0.06 0.13

L.O.I 12.91 6.88 9.00 6.83 32.63 2.80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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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료의 광물 구성을 알아보기 위한 X선 회절분석 (XRD, X-ray

diffraction) 결과는 다음 Fig.4-3과 같다.

■ Quartz ○ Muscovite ● Albite 
[Fig.4-3] Results of X-ray diffraction analysis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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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디지털 이미지 획득 및 분석 방법

1. 디지털 이미지의 획득

1.1. 디지털 이미지 획득 장치

본 연구의 실내 시험에서 사용한 디지털 이미지 획득 장치는 캐논사에

서 제작한 DSLR 카메라 EOS 100D 모델이다. 사용 장치의 모습은

Fig.4-4와 같으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상세 스펙은 다음 Table 4-6과

같다.

본 모델은 약 1800만 화소급 카메라로 한번 촬영으로 가로 5,184 픽셀

세로 3,456 픽셀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고 CMOS 센서를 사용하였으

며 이미지 비율은 3:2 이다. 이미지 종류는 국제 표준 압축 기술인

JPEG(joint photographic coding experts group) 형태와 압축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RAW 파일을 지원하며 데이터는 SD메모리 카드 등에 저

장된다. 다양한 화이트밸런스 조건을 지원하며, 셔터스피드와 심도 등이

자유롭게 조절 가능해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다.

[Fig.4-4] Canon EOS 10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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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The specification of EOS 100D

종류

종류
플래시가 장착된 디지털 일안 반사식 AF/AE
카메라

기록 매체
SD 메모리 카드, SDHC 메모리 카드, SDXC
메모리 카드 등

이미지 센서 크기 약 22.3 x 14.9 mm
렌즈 마운트 캐논 EF 마운트

이미지
센서

종류 CMOS 센서
유효 화소수 약 1800만 화소
화면 비율 3:2

기록
시스템

기록 종류 카메라 파일 시스템(DCF) 2.0용 설계 규약
이미지 종류 JPEG, RAW (RAW+JPEG Large 동시 가능)

기록된 화소수
L (Large) : 약 1790만 화소(5184 x 3456)
RAW : 약 1790만 화소(5184 x 3456)

촬영 중
이미지
프로세싱

화이트 밸런스
자동, 사전 설정(태양광, 그늘, 흐림, 텅스텐
광, 백색 형광등, 플래시), 사용자 정의

노이즈 감소 장시간 노출 및 고감도 ISO 촬영에 적합
이미지 밝기 자동
보정

자동 밝기 최적화 기능

렌즈 수차 보정 주변 조도 보정, 색수차 보정

자동
초점

종류 TTL 보조 이미지 등록, 위상차 검출 방식

AF 포인트
9-point AF (중앙 포인트: 크로스 타입 및
f/2.8에 민감한 수직 라인)

포커싱 밝기 범위
EV -0.5 - 18 (실내 온도에서 중앙 AF 포인
트, ISO 100)

AF 작동 One-Shot AF, AI Servo AF, AI Focus AF
AF 보조광 내장 플래시에 의한 연속적인 점멸

노출
제어

측광 모드

63분할 TTL 풀 조리개 측광
・평가 측광 (모든 AF 포인트에 연동)
부분 측광 (중앙에서 뷰파인더의 약 9%)
・스팟 측광 (중앙에서 뷰파인더의 약 4%)
・중앙 중점 평균 측광

측광 밝기 범위
EV 1 - 20 (실내 온도에서 EF50mm f/1.8Ⅱ
렌즈, ISO 100)

ISO 감도
ISO에 설정 가능한 최대 ISO 감도, 자동 또
는 "H"(ISO 25600에 해당)로 ISO 감도 확장

셔터

종류 전자 제어식 포컬 플래인 셔터r

셔터 속도
1/4000초에서 30초 (전체 셔터 스피드 범위.
가능한 범위는 촬영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벌브, X 싱크(1/20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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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튜디오 구성

각기 다른 시료들과 함수비 등 조건을 달리할 시료들을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촬영하기 위해 다음 Fig.4-5와 같은 소규모 스튜디오를 구성하

였다. 카메라의 움직임과 위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튜디오 상단에

철제 빔을 이용해 고정하였으며, 동일한 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LED

조명 2개를 이용하였고 조명의 위치와 각도는 시료 부위에 그림자가 최

소화되고 시료 위치에 광원이 일정하게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을 조도계를

이용해 결정하였으며 그 위치에 고정하였다. 또한 주변 빛의 영향을 차

단하고 조명에 의한 빛의 산란, 반사 등을 균일하게 하도록 뒷면과 옆면

에 각각 반사도가 낮은 무광 흰색 판을 배치하였으며 대상 시료는 중심

부에 위치하도록 하여 촬영하였다.

[Fig.4-5] A conceptual diagram of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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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료 이미지 획득

본 연구에 사용한 총 7 종류의 시료는 밀폐 용기에 채취하여 실험실로

옮겨지고 자연(현장) 함수비를 측정하였다. 이후 일부 시료는 노건조를

실시하고 나머지 시료는 상온에서 건조하였다. 각 시료는 시료함에 보관

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각 시료별 색상값을 분석하기 위해 노건조 시료가 사용되었으며, 유기

물과 자갈 등 큰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2.0mm(#10체) 체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준비된 시료를 Fig.4-6과 같이 10cmx10cmx2cm 아크릴 몰드에

채우고 상부면을 고르게 하였다. 이 때 시료의 단위 중량은 현장에서 채

취 당시 측정한 현장 밀도를 건조 단위 중량으로 변환하여 적용하였다.

시료를 넣은 아크릴 몰드는 미리 준비된 소규모 스튜디오의 중심에 위

치토록 하고 사진 촬영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카메라는

상부에 고정되어 있으며, 컴퓨터와 USB 통신으로 원격 조정을 통해 셔

터스피드, 조리개 수치, ISO 감도, 노출 정도를 고정하였으며 셔터 누름

에 의한 진동을 없애기 위해 컴퓨터에서 촬영 신호를 보내 촬영토록 하

였고 촬영된 이미지 파일은 컴퓨터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Fig.4-6] Acrylic mold for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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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상값 분석

2.1. 픽셀별 RGB 데이터 획득

촬영을 통해 얻은 이미지 데이터는 시료 영역뿐만 아니라 주변 영역까

지 포함되어 있게 된다. 따라서 관심 영역인 시료 부분만을 남긴 후 나

머지 영역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이때 이미지 Crop 방법을 이용해 관

심 영역만을 남기게 된다.

(a) Original (b) After cropping

[Fig.4-7] Image cropping

관심 영역만을 남긴 이미지는 750x750 픽셀 크기의 이미지가 되고 이

이미지의 픽셀별 데이터를 획득한 후 분석에 사용한다. 각 픽셀별 RGB

데이터는 Java 프로그래밍을 통해 txt 파일로 출력하였다. 이 파일에는

픽셀 위치정보 (x,y)와 함께 그 위치의 RGB 데이터가 0～255 사이의 값

으로 각각 저장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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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Fig.4-8은 획득한 이미지를 일부분 확대한 영상이다. 이미지를 확

대해 보면 그림과 같이 각 (x,y) 픽셀은 정사각형 형태로 보이며 각 픽

셀은 색상 정보(RGB)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0,0)의 좌표는 이미

지 파일의 시작점이 되며 이미지 정보를 추출하면 R,G,B=(138,100 077)

로 (0,1) 지점의 R,G,B=(110,072,049) 로 나타난다. 이렇게 모든 픽셀의

R,G,B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Fig.4-8] Enlarged image to pixels

2.2. 이미지 사이즈에 따른 색상값 분포 변화

본 연구에서 촬영한 원시 이미지의 시료 영역 사이즈는 750x750 픽셀

이다. 이는 전체 562,500개의 픽셀로 나타나며 시료의 크기가

10cmx10cm이므로 한 픽셀당 실제 크기는 0.133mm 이다

(0.133mm/pixel). 하지만 이는 고해상도로 이 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많

은 양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컴퓨터 성능을 고려

할 때 데이터를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미지 크기의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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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갈색 산림토양(B)의 이미지인 750x750 픽셀 크기의 데이터

분포와 700x700, 600x600, 500x500, 400x400, 300x300, 200x200, 100x100,

50x50, 30x30, 10x10 의 크기로 각각 리사이즈한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이미지 크기 변환 시에는 고해상도 이미지에서의 잡음을 부드럽게 처리

하는데 적합한 쌍입방 보간법을 사용하였다. Fig.4-9는 각 이미지 크기

에 따른 R,G,B 각각의 데이터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분포의 중심(중심값 또는 평균값)은 이미지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분포의 범위는 이미지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좁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전체 픽셀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리하여 Fig.4-10과

Table 4-7에 나타내었다. 표준편차 값은 이미지 크기에 따라 2.5～12.0까

지 나타났으며 평균값은 이미지 크기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GB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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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9] Distributions of RGB value in different imag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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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ize (x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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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0]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RGB value in different

image size

[Table 4-7]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RGB value in

different image size

Image
pixel
size

Mean value Standard deviation

R G B R G B

10 159.2 143.2 118.9 2.5 2.5 3.1

30 159.3 143.1 118.9 3.2 3.2 3.7

50 159.4 143.1 119.0 3.8 3.8 4.3

100 159.4 143.1 119.1 5.5 5.5 5.9

200 159.5 143.1 119.2 8.3 8.4 8.5

300 159.5 143.2 119.2 10.0 10.1 10.1

400 159.5 143.2 119.2 10.9 11.0 11.0

500 159.6 143.2 119.3 11.4 11.5 11.5

600 159.6 143.2 119.3 11.6 11.7 11.8

700 159.6 143.2 119.3 11.7 11.9 11.9

750 159.6 143.2 119.4 11.9 12.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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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UAV 촬영을 통한 이미지 취득 및 분석

1. 사용 장비 및 특성

1.1. UAV

본 연구에 사용한 UAV는 DJI사의 Phantom3 Professional 모델

(Fig.4-11)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여 촬

영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중, 소규모 지역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 획득

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다. 본 기종은 4K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고

HD 비디오 신호(최대 2㎞)를 라이트브리지 기술을 이용해 다른 스크린

장치에 전송할 수 있으며 통합형 내장 짐벌과 카메라로 공간을 최소화하

고 중량 효율을 극대화한 장비이다. 또한 GPS 신호가 잡히지 않더라도,

비전 포지셔닝 기술로 인해 정밀한 호버링(hovering)이 가능하고 본 기

종에 사용된 비행 컨트롤러는 안전 모드와 같은 업그레이드된 비행컨트

롤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세 가지 안전모드인 페일세이프, 리턴 홈,

다이나믹 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세 가지 기능에는 비행 중 신호

를 분실하였을 때 안전하게 되돌아오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행 기

록 장치는 각 비행에 대한 비행 기록 자료이다. LED 비행표시등으로 기

체의 방향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저전압 배터리 페일세이프는 비행

체가 있는 위치에서 홈 위치까지 안전하게 돌아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배터리인 경우에 자동으로 작동된다. 사용자가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기체를 즉시 홈포인트로 되돌리거나 착륙시킬 수 있으며 10초

의 카운트다운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기체는 자동으로 홈포인트

로 되돌아온다. 현재 배터리 잔량이 현재 기체의 고도에서 착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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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체가 자동으로 착륙한다. 착륙하는

과정에서 조종자는 오로지 기체의 방향만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이 기종에 사용된 영상 위치 결정 시스템(vision positioning system)

은 초음파와 화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체의 현재 위치를 식별할 수 있

도록 하는 포지셔닝 시스템이다. 영상 위치 결정 시스템을 통해 UAV

기체는 더욱 정확하게 호버링(hovering)할 수 있으며 실내와 같이 GPS

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다. 영상 위치 결정 시스템

의 주요 구성 요소인 두 개의 초음파 센서가 기체 하단에 위치하여 있

다. 전원이 켜지면 비전 포지셔닝이 자동으로 활성화 되며, 조종기는 비

디오 다운링크 시스템과 기체 조종 시스템이 통합된 다기능 무선 통신

장비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비디오 다운링크 기체 조종 시스템은 전파

간섭이 없을 경우 2.4 ㎓ 주파수에서 최대 약 2 ㎞까지 작동한다. 조종기

에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미리보기, 짐벌 움직임을 제어하는 등의 다양

한 카메라 기능들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 Table 4-8은 Phantom3

Professional의 기본 사양을 정리한 것이다.

[Fig.4-11] A photo of Phantom 3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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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The specification of UAV

기체명 Phantom3 Professional

제조사 DJI

기체

무게 1280g

기체크기 350mm

최대 상승 속도 5m/s

최대 하강 속도 3m/s

호버링 정확성 수직 +/- 0.1m 수평 +/- 1.5m

최대 속도 16m/s

기체 운영 온도 0 – 40 ℃

GPS 모드 GPS / GLONASS

최대 비행 시간 약 23분

컨트롤러

동작 주파수 2.400 GHz-2.483 GHz

최대 전송거리 5,000m (장애물 없는 야외시)

배터리 6000 mAh LiPo 2S

송신기 전력 FCC: 20 dBm CE: 16 dBm

전압 1.2 A @7.4 V

배터리

용량 4480 mAh

전압 15.2 V

배터리 유형 LiPo 4S

에너지 68 Wh

순 무게 365 g

최대 충전 전압 10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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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카메라

설치된 카메라는 1/2.3 인치 CMOS 센서를 사용하여 최대 4096×2160

p24의 4K 비디오녹화 및 1200만 화소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사용자

는 편집에 용이한 MOV 나 MP4파일로 내보낼 수 있으며 사진 촬영모

드에는 버스트 모드, 연속촬영모드, 타이머 모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는 조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메라에 현재 보여 지고 있는 화면

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4GB 마이크로 SD 카드가

지원되며 최대 64GB 의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한다.

탑재된 디지털카메라의 모델은 FC300X로 총 화소 1276만 화소, 유효

화소는 1240만 화소로 ISO 범위는 100～3200 이며 최대 이미지 크기는

4000×3000 픽셀이다. 사진 최대화각은 94° 이고 카메라 렌즈는 9개 그룹

의 9개 요소로 안티 왜곡 필터가 있어 사진 왜곡이 없고 사진 지원 파일

은 JPEG, PNG 이며 작동 가능 온도 범위는 0-40° 이다. HD 비디오 다

운링크는 라이트 브릿지 HD다운링크의 강화 버전이 통합되어 있어 적

은 대기 시간으로도 HD급 비디오 아웃풋을 제공한다. 짐벌(gimbal)은 3

축 짐벌로 기체의 비행이나 호버링 중 기울임이 발생할 때에도 안정된

이미지 및 비디오를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 접촉 부분에 안정된 플랫

폼을 제공한다. 짐벌은 –90° 에서 +30° 까지 기울 수 있으며 컨트롤러

로 각도 조정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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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able 4-9 는 Phantom3 Professional에 탑재된 디지털카메라의

제원이다.

[Table 4-9] The specification of UAV camera

카메라 사양

센서
소니 EXMOR1/2.3” 유효 픽셀 수: 12.4 M

(총 픽셀 수: 12.76 M)

렌즈
FOV 94° 20 mm (35 mm 포맷 상응) f/2.8,

초점 ∞

ISO범위 100-3200 (비디오) 100-1600 ( 사진)

셔터 스피드 8초 -1/8000초

이미지 최대 사이즈 4000 x 3000

이미지 모드

싱글 샷 , 연속 촬영 : 3/5/7 장

자동 노출 브라케팅 ( AEB ) : 3/5

브라케팅 프레임 0.7EV 스텝, 타임 랩스

비디오 녹화 모드

UHD: 4096x2160p 24/25

FHD: 1920x1080p 24/25/30/48/50/60

HD: 1280x720p 24/25/30/48/50/60

2.7K: 2704 x1520p 24/25/30 (29.97)

SD 카드 타입 마이크로 SD카드 최대 용량: 64GB

최대 영상 비트레이트 60 Mbps

지원 파일 시스템 마이크로 SD 카드FAT32

작동 온도 32° 에서 104° F ( 0° 에서 40°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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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AV 촬영 조건에 따른 이미지 분석

2.1. 촬영 고도에 따른 이미지 변화

UAV 촬영 고도에 따른 촬영 가능 면적을 평가하기 위해 시화 간척지

사이트에서 이륙 지점을 선정하고 지상에 10mx10m 크기의 기준점을 표

시(Fig.4-12)하였다. 이후 기체를 이륙 시켜 고도 10m에서부터 500m까

지 고도 10m 간격으로 각각 촬영 하였다. 촬영 당시 카메라 해상도는

4000×3000 pixel로 설정하였으며 기타 촬영 조건은 초기 셋팅값인 Auto

모드를 이용하였다.

[Fig.4-12] Ground referenc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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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V 비행 중에는 지상과 실시간 통신하여 현재 기체의 고도가 원하

는 위치인지 확인한 후 자세 제어 기능을 통해 고도를 유지한 후 이미지

를 촬영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획득한 항공사진은 다음 Fig.4-13과 같

다.

H=20m H=30m H=50m

H=100m H=150m H=200m

H=250m H=300m H=350m

H=400m H=450m H=500m

[Fig.4-13] Aerial digital image according to a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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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촬영 영역이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도의 변화와 무관하게 항공 사진의 색상 분포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것

으로 보인다. 기체 고도 500m 지점에서는 한 장의 항공사진이 수평거리

약 890m, 수직거리 약 670m 범위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UAV 촬영 고도에 따른 촬영 가능 면적 산출

대상 지역 지상에 설치한 10m x 10m 촬영 기준점의 네 모서리 픽셀

좌표를 기준으로 각 고도에서의 픽셀 수를 카운팅한 후 다음 식에 의해

고도에 따른 촬영 면적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 Fig.4-14에 나타

내었다.

   ×


 × ×


 (식 4.1)

여기서 A는 촬영 가능 면적, Xcount, Ycount는 영상의 전체 X,Y 축

픽셀 수, xcount, ycount는 10m 구간에 대한 x,y 축 픽셀수

고도 증가에 따라 촬영 가능 면적은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고도 500m 지점에서는 한 장의 영상에 약 60ha 면적 촬영 가능

하였고, 고도 150m 지점에서는 한 장의 영상에 약 5ha 면적 촬영 가능

하며 고도 100m 지점에서는 한 장의 영상에 약 2ha 면적 촬영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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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4] Coverage region size vs. flight altitude

2.3. UAV 촬영 고도에 따른 해상도 평가

UAV 촬영 고도에 따른 촬영 가능 면적 평가 시 획득한 이미지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지상 촬영 기준점의 네 모서리 픽셀 좌표를 기준으

로 해상도 평가(Fig.4-15)를 하였다. 고도에 따른 해상도는 동일 기준 거

리(10m)에 대한 픽셀 수(pixel/10m)를 카운트하여 비교하였으며 고도 상

승에 따라 동일 기준 거리(10m)에 대한 픽셀 수는 지수적으로 감소하였

다. 고도 100m, 150m, 250m, 500m에서 기준점의 픽셀 수는 각각 235,

157, 92, 45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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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5] Pixel counting of 10m distance vs. flight altitude

Fig.4-16은 각 고도별 이미지에서 동일 영역을 추출하여 비교한 이미

지로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해상도 저하 및 노이즈 발생, 경계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도 상승에 따라 촬영 시 색

상 값 평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도가 다른 영상을 사용해 토

양의 특성을 평가할 때에는 고도에 의한 영상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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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20m (b) H=30m (c) H=50m

(d) H=100m (e) H=150m (f) H=200m

(g) H=250m (h) H=300m (i) H=350m

(j) H=400m (k) H=450m (l) H=500m

[Fig.4-16] Evaluation of resolution each flight altitude

고도에 따른 영상의 해상도 산정은 1 픽셀 당 실제 거리 (mm/pixel)를

구하는 방식을 이용했으며 이 값이 작을수록 한 픽셀이 표현하는 실제

거리가 작아 해상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Fig.4-17과 같이 고도에 따른

해상도 변화는 선형적으로 나타났으며 고도 500m에서는 약

222mm/pixel, 고도 100m에서는 약 43mm/pixel의 해상도를 나타냈으며

250m 고도 이하에서는 100mm/pixel 이상의 고해상도 영상 획득이 가능

해 30m급 위성에 비해 약 300배 이상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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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7] Image resolution vs. flight al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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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AV를 이용한 항공 촬영 기준 수립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항공 촬영 기준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촬영 고도

본 연구에 사용된 기체의 카메라의 해상도는 4000×3000픽셀로 고도

500m에서 약 222mm/pixel의 해상도를 나타내고 고도 250m이하에서

100mm/pixel이상의 고해상도 영상이 획득 가능하므로 촬영 대상의 실제

크기를 고려하여 적정 높이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국내 항

공사진 촬영 기준에 따라 150m이하로 비행하도록 하였다.

○ 촬영 각도

지표면을 바라보는 각도를 90도, 기체에서 정면을 봤을 때를 0도라고

한다면 카메라 촬영 각도가 낮아질수록 점차 지평선 부분으로 영상이 이

동하며, 영상의 외곽 부분에서 원근에 의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

공사진측량 작업규정 제24조(사진 및 영상촬영)에서 규정하는 연직방향

(90°)로 촬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촬영 각도는 지표면을 바라보게

하였고 짐벌을 이용해 기체의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기체 운동 속도

UAV의 카메라에 장착된 3축 짐벌로 인해 15m/s 이내의 운동 속도에

서는 매우 안정적인 항공 사진을 획득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정사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중복도가 60%(진행 방향) 이상 필요하

므로 5초 간격으로 자동 촬영되는 이미지를 고려할 때 10m/s 이내로 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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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밸런스

카메라 설정에서 화이트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으며 여기서 조절하는

색온도 설정에 따라 사진의 색상이 변화하게 된다. 형광등, 백열등과 같

이 조명 조건이 상이하거나 새벽과 해질녘 등에는 화이트 밸런스 조절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조건에서 주간에 촬영하는 조건

이므로 화이트밸런스 자동 또는 태양광 조건으로 촬영하였다.

○ ISO

ISO 400 이상에서는 노이즈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UAV 카메라가 제

공하는 가장 낮은 ISO 값인 ISO 100을 사용하였다.

4. 정사 영상 생성

UAV를 이용하여 항공사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행계획 수

립이 필요하다. 자율 비행이 가능한 UAV의 경우 효과적인 데이터 획득

을 위해 사전에 비행경로를 생성하기도 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행체

와 같이 컨트롤러 조작으로 이뤄지는 기체는 사전에 비행경로를 조사하

고 분석하여야 한다. 우선 대상지에 대해 촬영 영역을 최소 경계 사각형

(Minimum Bounding Rectangle)으로 지정하고 지도상 위치를 확인하여

각 위치의 위도, 경도, 표고값을 산출한다. 카메라의 성능과 공간 해상도

픽셀크기, 렌즈의 초점거리를 이용하여 원하는 해상도가 되는 비행 고도

를 계산하고 사진의 중복도, 축척을 이용해 필요한 사진 매수를 계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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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한 영상은 항공사진 정합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PhotoScan과 같은 3차원 공간 정보 생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

데, 이는 영상 지오레퍼런싱을 통해 정밀하게 결정된 영상의 외부 표정

요소를 전달받아 영상으로부터 지도와 동일한 좌표체계를 갖는 수치 표

고 모형, 정사 영상과 같은 공간 정보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치 표고 모형은 처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정밀 매칭

(Dense matching)에 의해 지상의 밀도 높은 3차원 점집합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생성된다.

정사 영상이란 중심 투영으로 생성된 영상 상에 포함된 기복변위를 제

거하여 지도와 동일한 좌표체계로 변환된 영상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서는 기복 편위를 제거하는 미분 편위 수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미분 편

위 수정은 영상점과 투영 중심, 지상점이 한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공선

조건식을 기반으로 하여 정사 영상의 밝기 값을 원 영상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이용한다. 미분 편위 수정을 통해 생성된 정사 영상의 밝기 값을

결정할 때 정사 영상의 격자에 상응하는 원영상의 위치로 가서 주변 밝

기 값을 내삽하여 영상 재배열을 수행하고 이 때 고속 처리를 위하여 가

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 영상의 밝기 값을 그대로 이용하는 최근린 보

간법(Nearest neighbor)을 이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항공사진의 획득, 정합, 추출 과정은 Fig.4-18과

같으며 Agisoft社의 Photoscan을 이용(Fig.4-19)하여 데이터 처리를 수

행하였고 위치정보를 포함한 이미지(Fig.4-20(a))를 이용해 영상 정합

(Fig.4-20(b)) 과정을 거쳐 정사 영상을 생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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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8] A flow chart of image matching and orthophoto generation

using Agisoft Photoscan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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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9] Captured image of Agisoft Photoscan Pro

(a) Geo-tagged image (b) image matching process

[Fig.4-20] Geo-tagged image and image matching process



- 69 -

제 5 장 간척지 표토의 분석

제 1 절 DIP 기법을 이용한 흙의 함수비 추정

1. 간척지 흙의 색상값

건조된 간척지 흙을 아크릴 몰드에 준비하여 실내 스튜디오에서 이미

지를 획득하고 관심 영역을 750x750 픽셀 크기로 추출한 그림은 다음

Fig.5-1과 같다.

[Fig.5-1] Cropped image of reclaimed land soil

이미지에서 각 픽셀 단위의 RGB 값을 Java 프로그래밍을 통해 추출

하여 RGB 데이터를 빈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Fig.5-2와 같이 히스토그

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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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 The RGB value histogram of reclaimed land soil

또한 이미지에서 얻은 R,G,B의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를

Table 5-1에 정리하였다.

[Table 5-1]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RGB value of sample

Sample Average Max Min Std.dev

S

R 190.9 206 159 4.1

G 189.9 203 156 4.0

B 179.4 196 14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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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과정

함수비에 따른 색상 값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유기물과 자갈 등 큰 입

자를 제거하기 위해 2.0mm(#10체) 체를 통과시킨 시료 1,000g을 준비하

였고 각 단계마다 중량 대비 3%의 물을 첨가하여 함수비가 증가하도록

하였다. 물을 첨가한 후 시료를 충분히 혼합하고 수분이 흙 입자에 흡수

되도록 지연 시간을 두었다. 각 단계의 시료는 10cmx10cmx2cm 아크릴

몰드에 채우고 상부면을 고르게 성형한 후 스튜디오에서 이미지를 촬영,

획득하였다. 조명 조건과 카메라 설정값은 각 함수비 조건에서 동일하게

하였으며, 촬영 시 아크릴 몰드의 위치도 동일하게 하였다. 사진 촬영 후

에는 시료를 4등분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각각 함수비를 측정하였다.

3. 함수비 변화에 따른 이미지 획득

다음 Table 5-2 에 각 시료별 함수비에 따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표

상단에 나타낸 함수비는 이미지 촬영 후 각 함수비 단계 시료의 4개 지

점에서 채취한 시료의 함수비를 평균한 값이며 각 위치별 함수비는 큰

차이가 없어 균질한 함수비의 시료로 성형된 것을 확인하였다. 최종 함

수비 조건은 26.5%로 시료 준비 과정에서 몰드 내 성형이 불가능한 단

계까지 수행하였다.



- 72 -

[Table 5-2] The digital image of reclaimed land soil sample with

water content

S

Water Content (%)
1.5 3.7 7.5 10.2

13.3 16.8 19.6 22.9

26.5

함수비 증가에 따라 명도가 낮아지고 채도가 높아짐을 육안으로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함수비 26.5% 조건에서는 수분이 표면으로 올라와

빛을 반사하여 밝게 나타나는 부분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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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함수비 변화에 따른 색상값

시료의 함수비 변화에 따른 RGB 색상값의 변화는 다음 Fig.5-3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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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3] Relationship between RGB value and water content

그림에서와 같이 함수비 증가에 따라 RGB 값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났으며 R,G,B 각각의 감소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확인되

었다. 특히 R성분과 G성분은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내며 함수비 증가에

따른 변화율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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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P 분석을 통한 함수비 추정

Fig.5-4는 간척지 흙(S)의 함수비에 따른 평균 색상 변화를 H,S,V 컬

러 모델로 변환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색상(H) 값은

함수비 변화에 따라 변화가 크지 않으며 채도(S) 또한 큰 변화가 없으며

다른 수치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명도에 해당하는 V

값은 R,G,B 그래프와 유사하게 함수비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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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4] Relationship between HSV value and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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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함수비별 색상값 R,G,B와 H,S,V를 각각 구하고 함수비와 R,G,B 및

함수비와 H,S,V 와의 회귀식을 개발하였으며 전체 함수비 범위의 간척

지 시료에 대한 함수비 추정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여기서

R,G,B 성분 중 G 성분을 제외하고 회귀식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G 성분

은 R 성분과 변화 경향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공선성 검토

후 두 성분 중 한 성분만을 활용해 구성하였다.

          (식 5.1)

           (식 5.2)

두 식의 결정계수 R2값은 각각 0.965 와 0.95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RGB 모델을 이용한 추정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Fig.5-5는 함수비 추정 회귀식을 이용한 결과와 실제 함수비의 관계를

1:1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추정 함수비와 실제 함수

비와의 상관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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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5] Estimated water content vs. actual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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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IP 기법을 이용한 간척지 흙의 표층 염도

추정

1. 실험 과정 및 염도에 따른 이미지 획득

대상 지구에서 채취한 간척지 흙을 실험실로 옮긴 후 건조시키고 초기

염도를 전기전도도법으로 측정하였고 이 때 시료의 전기전도도

(Electronic conductivity, EC)는 73.2 dS/m 였다. Krishnamoorthy 등

(2014) 이 구분한 염도 분류 범위와 비교(Table 5-3)했을 때 대상 시료

는 매우 높은 염 농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Table 5-3] The EC value according to the salt class

Salt Class EC (dS/m)

Non 0.6

Slightly 2.4

Moderately 6.5

Very 11.6

Extremely 31.5

따라서 시료에 대해 염 농도를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까지 단계

별로 조절하려면 탈염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시료 1kg을

준비한 후 담수 2kg을 추가 투입한 후 교반기를 이용해 혼합하였다. 충

분한 혼합 후 시료의 입자가 침강하도록 기다린 후 상부에 남아 있는 염

수를 제거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였다. 염수 제거 후에는 EC를



- 78 -

측정해 탈염 과정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을 EC 값이 0.6 dS/m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반복하였으며 7회 반복 시 담수에 가까운 0.6 dS/m 이하

로 낮아졌다. 탈염 과정을 거친 시료는 다시 건조 과정을 거쳐 시험에

사용하였다.

습윤한 시료가 건조에 의해 염이 집적되고 상승하는 재염화 현상을 실

험실에서 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탈염된 시료를 20cmx20cm

의 정사각형 철제 팬에 2cm 높이로 채운 후 시료 중량의 50%에 해당하

는 물과 NaCl을 시료 중량 대비 1, 2, 3, 4%까지 증가시키며 첨가하였

다. 탈염된 흙, 물과 염분이 혼합된 실험 시료는 충분히 혼합한 후 건조

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4와 같다.

[Table 5-4] Digital images of different salinity

A ratio of NaCl and soil weight (g/g)

1% 2% 3% 4%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단계에서 염이 상승하여 표면에 집적되

어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각 염도 단계별 차이

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건조 과정에서 온도 차로 인해 철제 팬 외

곽부로 염이 집중되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4% 투입 시료에서는 염

결정이 상부에 맺혔으며 국부적으로 염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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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 방법은 팬 크기에 의해 외곽부에서부터 내부쪽으로 건조 시간

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균질한 상태의 영상을 획득하는 데에는 어려

움이 있었다. 따라서 가능한 작은 몰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열전도

율이 낮은 재료를 쓰는 것이 경계부 염 집중 현상을 줄이고 균질하게 염

이 분포하는 결과를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위해 발수 코팅된 원형

종이 용기를 사용하였으며 이 용기의 크기는 직경 5cm, 높이 5cm이고

원통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용기에 탈염된 시료 50g을 투입하고 건

조된 시료의 중량 대비 1.5% 단위로 0～15%까지 11단계의 시료를 준비

하였다. 이후 물을 주입하고 충분히 혼합한 후 건조 과정을 거쳤다.

2. 간척지 흙의 표층 염도 추정

위 실험 과정을 거쳐 얻은 이미지 결과물을 다음 Table 5-5로 정리하

였다.

[Table 5-5] Digital images of different salinity - 11 steps

Salinity

step
1st 2nd 3rd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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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8



- 81 -

실험 시 각 단계별로 염도를 조정하였으나 염이 응집하여 용기에 부착

되거나 염이 하부에 집적될 수 있어 시료의 이미지를 촬영한 후 표층 시

료에 대해 EC를 각각 재측정하였다.

총 33개 시료에 대해 이미지 분석을 실시해 얻은 평균RGB와 재측정

한 EC 값을 Fig.5-6에 도시하였다.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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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6] Relationship between RGB value and EC

Red, Green 값은 염도 증가에 따른 변화가 미미하였으며 Blue 성분은

염도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 하였다.

RGB 값을 이용해 회귀 분석한 결과 다음 식을 산출하였다.

           

(식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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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회귀식을 이용해 예측값과 실측값을 도시하면 다음 Fig.5-7과 같

다.

Estimated EC (dS/m)
0 10 20 30 40 50 60

A
ct

ua
l E

C
 (d

S/
m

)

0

10

20

30

40

50

60
1:1 line

[Fig.5-7] Estimated EC vs. actual EC

낮은 염도 구간에서 과대평가되었으나 실측값 10 dS/m 이상에서는

예측 결과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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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간척지 UAV 영상 획득 및 전처리

1. 비행 경로 선정 및 원본 이미지 획득

UAV 촬영을 시행하기 전 안전하고 정확한 비행 및 촬영을 위해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 답사 등을 실시하여 이·착륙에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

하고 비행 구간에 지장물이 없는지 철탑과 같은 고공 구조물의 영향이

없는지 미리 파악하고 전체 구간에 대한 개략적인 비행 경로를 설정하였

으며 이를 기준으로 계획 노선, 촬영 고도 및 촬영 간격, 기체의 비행 예

정 속도 등을 설정하였다. 고품질의 정합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

진 중복도와 매수를 선정하여야 하며 비행 코스의 방향과 간격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또한 비행 전 카메라와 기체의 지자계 센서 등을

Calibration 하여야 하고 주행 구간과 예상 시간에 의한 배터리 소모량을

예측하여 비행 중 배터리 저하로 인한 추락 등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

Fig.5-8(a)는 대상지에 대한 예상 비행 경로 선정과 중첩도 선정 결과

물이다. 사전에 계획한 비행 경로, 비행 고도, 기체 및 카메라 설정, 비행

속도 등을 적용하여 각 지역에서 얻은 원본 이미지는 다음 Fig.5-8(b)과

같다.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는 4000x3000 픽셀이며 150m 고도에서 비행 시

10cm/pixel 이상의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1회 비행으로 계

획된 비행 경로를 모두 비행할 수 있었으며 간척지 지구에서는 약 140장

이상의 원본 이미지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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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light route (b) Acquired original image

[Fig.5-8] Flight route and original image acquired from study area

2. 전처리 과정

UAV 에서 촬영한 사진 중에서 이, 착륙 시 촬영된 사진과 오류가 발

생한 사진들에 대한 선별 작업을 거쳐 Photo Scan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여 사진접합(Align Photo), 지상기준점(GCP)입력, 지형 구축(Build

Dense Cloud), 질감 구축(Build Mesh), 재질 생성(Build Texture) 단계

후 정사사진 생성하는 작업 순으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좌표계는

WGS84/UTM zone 51S를 선택하였으며 원본 이미지를 import 하면 원

본 사진에 기록되어 있는 위치 정보와 고도 정보 등이 함께 입력되게 된

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원본 사진 간의 위치를 정렬하여 모델에 표시되

게 되며 위의 과정을 통해 최종 정사 영상을 생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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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Fig.5-9에 간척지 지역 영상의 정합과정 중 point cloud, dense

cloud, 3차원 mesh와 texture 생성 과정을 나타냈다.

(a) aligning photo를 통한 point cloud생성

(b) dense cloud생성

(c) 3차원 mesh생성

(d) texture생성

[Fig.5-9] Process of orthophoto imag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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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사 영상의 획득

전처리 과정을 거쳐 직교영상으로 추출한 결과물은 다음 Fig.5-10과

같다.

[Fig.5-10] Orthophoto image of study area

사전에 계획한 목표지점에 대한 영상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정합 품질

또한 우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획득한 영상의 품질을 확인해 보

기 위해 Google earth의 위성 영상, Daum의 항공 영상과 함께 Fig.5-11

에 비교해 보았다.

(a) This study (b) google earth (c) daum
[Fig.5-11] Image quality comparison of reclaimed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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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획득한 영상이 동일한 위치의

구글 어스 위성 영상과 Daum의 항공 영상에 비해 품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10배 이상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상 정합 과정이 끝난 후 영상 정합의 결과물 품질을 다음

Fig.5-12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그림에서 파란색 영역은 9장 이상의

이미지를 이용해 정합된 곳이다. 따라서 파란색 영역은 오차가 적고 위

치정보와 영상의 정합 정확성이 높아 영상 분석 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영역의 경계부에 위치해 낮은 중첩도를 가진 곳은 정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위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영상 분석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Overlap

[Fig.5-12] Camera location and image overlap

Fig.5-13은 영역 외곽부에서 낮은 중첩도로 인해 발생되는 왜곡 현상

을 보여주고 있다.

[Fig.5-13] Distortion of edge region of orthophoto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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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카메라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잔차를 Fig.5-14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Fig.5-14] Residuals of FC300X camera

Fig.5-15는 정사 영상을 위성 영상 위에 새로운 층으로 설정한 것이며

위성 영상과의 연결 구간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사 영상이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

로 향후 정사 영상 분석 시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5-15] Hybrid image generation with satellite image using

exported KMZ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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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간척지 영상의 분석

1. 간척지 영상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위성 영상 분석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Arcmap 10.1

을 통해 UAV 영상을 분석하였으며 Fig.5-16과 같은 흐름으로 수행하였

다.

[Fig.5-16] A flow chart of classification of soil properties using UAV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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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UAV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의 정사 영상을 TIFF 포맷으로 추출

한다. TIFF 파일은 Arcgis에서 사용되는 래스터 이미지의 기본 포맷으

로 본 연구에서 추출된 TIFF 파일은 위치 정보와 함께 Band 1-3

(R,G,B)이 각각 중첩된 형태이다. 필요에 따라 RGB Band를 분리해서

R,G,B 데이터를 이용한 연산으로 영상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TIFF로 추출된 전체 영상을 Arcgis에서 불러들이면 다음 Fig.5-17(a)

와 같이 대상 지구에서 획득한 정합 영상이 전체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사 영상 외곽부에는 중첩도가 낮아 왜곡이 발

생하였으므로 다음 Fig.5-17(b)와 같이 외곽부를 제외하고 중첩도 높은

지역의 래스터 이미지를 재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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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mport orthophoto (b) Remove boundary

[Fig.5-17] Orthophoto image and boundary removed image

재추출한 이미지는 폭이 약 160m, 길이가 약 3km 구간으로 전체 구간

에 대한 영상 분석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상도가 높은 UAV 영

상의 장점을 확인하기 위해 소규모 집중 연구 영역을 재설정하고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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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과물을 보여줌으로써 위성 영상과의 해상도 차별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음 Fig.5-18(a)는 폭은 동일하게 하고 길이 방향으로 800m 구간으로

집중 연구 영역을 재추출한 이미지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이 지역은 좌

측으로 탄도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우측으로 간척지 지역이 있다. 간척지

지역은 Fig.5-18(b)와 같이 식생으로 피복된 곳과 나대지로 표토가 노출

된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나대지 곳곳에는 칠면초 등의 염생 식물

이 산재해 있다.

(a) Extraction of study area (b) Detailed image
[Fig.5-18] Extraction of study area and detail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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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피복 분류 및 정확도 분석

2.1. 토지 피복 분류

간척지 지역은 갈대 군락과 칠면초, 표토가 혼재해 있다. 이러한 각각

의 영역을 분류하여 표토 영역만을 추출하여야 추후 간척지 표토의 함수

비 및 염도를 추정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표토 노출 구간을 추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토 노출 구간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

한 방법은 무감독 분류(unsupervised classification)기법으로 영상 자료

의 파장별, 공간별 특성에 의해서 각 클래스(Class)의 평균과 공분산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공통 특징을 가진 픽셀들을 집단화(Clustering)하고

분류(Classification)하는 방법이다. 무감독 분류를 통해 연구 영역을 20

개의 클래스로 분류한 결과는 Fig.5-19(a)와 같으며 분류 결과물을 확인

하여 동일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클래스들을 묶어주는 리클래스

(Reclass) 과정을 거쳐 Fig.5-19(b)와 같이 Weeds, Water, Soil 의 3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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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supervised classification (b) Reclass
[Fig.5-19] Classification of land cover

표토 노출 구간 추출 시 Fig.5-20(a)와 같이 나대지 곳곳에 간헐적으

로 분포하고 있는 칠면초를 표토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칠면초 한

개체의 크기는 10-50cm로 고해상도 영상이 아니라면 개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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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상은 고해상도 영상이기 때문에 Fig.5-20(b)에

서와 같이 칠면초 개체들도 분류가 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Halophyte cover (b) land cover
[Fig.5-20] Classification of land cov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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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류 정확도 분석

원격 탐사 분야에서는 분류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 지속적인 관심 대

상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획득하고 분석하여 분류한 토지 피복 분

류의 정확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을 중요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 정확도 분석 기법은 위성 영상 분류 정확도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인 평가 방법에는 오차 행렬

을 이용한 전체 정확도(Total Accuracy), 사용자 정확도(User’s

Accuracy) 및 생산자 정확도(Producer’s Accuracy), Kappa 계수를 이용

하는 방법 등이 있다(Story and Congalton, 1986). 생산자 정확도는 각

분류에서 정확하게 분류된 지점의 수를 전체 검증 자료의 총수로 나눈

값으로 표본 추출된 검증 자료 내에서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낸다. 사용

자 정확도는 표본 내에서 정확하게 분류된 지점의 총수를 분류된 각 클

래스별 총 지점 수로 나눈 것으로 대상 지역 전체가 얼마나 정확하게 분

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appa 계수는 부정확하게 분류된 지

점을 제거하고 정확하게 분류된 지점만을 고려하여 정확도 평가를 수행

하는 통계량이다. 식 5.4에서부터 식 5.7은 각각 전체 정확도, 사용자 및

생산자 정확도, Kappa 계수 산정식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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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행렬 내 행의 수
 : i 행, i 열에 위치한 수
 : i 열 값의 총합
 : i 행 값의 총합
N : 검증 자료 총수

Kappa 계수의 등급은 1977년 Landis와 Koch 의 해석을 주로 따르게

되며 다음 Table 5-6 에 나타냈다.(Landis and Koch, 1977)

[Table 5-6] The strength of agreement of Kappa coefficient

Kappa coefficient Strength of Agreement

> 0.000 Poor

0.000-0.200 Slight

0.201-0.400 Fair

0.401-0.600 Moderate

0.601-0.800 Substantial

0.801-1.000 Almost Perfect

(Landis and Koch,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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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식을 이용해서 분류 결과의 정확도를 분석하면 다음 Table 5-7

과 같다.

[Table 5-7] Accuracy evaluation of land cover classification

Class
SH

Total
User

Accuracy
(%)Water Weeds Soil

Water 77 7 　 84 91.7

Weeds 3 70 2 75 93.3

Soil 　 3 78 81 96.3

Total 80 80 80
Total
Accuracy

Kappa
Coefficient

Producer
Accuracy(%)

96.3 87.5 97.5 93.8% 0.91

간척지 지구에 대한 피복 분류는 전체 정확도 93.8%, Kappa 계수 0.91

로 매우 높은 정확도로 분류된 것을 확인하였다.



- 100 -

3. 간척지 표토의 함수비 추정

3.1. 간척지 함수비 추정

토지 피복 분류 후 3개의 각 클래스들을 폴리곤으로 분리(Fig.5-21(a))

한후 표토 노출 구간의 래스터 이미지만을 추출하면 Fig.5-21(b)와 같다.

(a) Extraction polygon (b) surface soil image
[Fig.5-21] Extraction of surface soil from raste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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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표토 노출 구간을 대상으로 DIP 기법을 통해 얻은 함수비 추

정식을 적용하여 함수비 분포를 맵핑하였다. 하지만 실내에서 얻은 추정

식은 현장에서의 광량 조건 등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실내에서 실험 당시 RGB 값과 현장에서의 채취한 소수의 시료에 대한

함수비와 RGB을 비교분석해 보정 계수를 산정하고 추정식에 보정계수

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실내에서 얻은 간척지 흙의 함수비 추정 회귀식은 식 5.8과 같다.

       (식 5.8)

이 때 함수비 26.5% 일 때의 R,G,B 값은 각각 114,111,93 이었다. 이

값을 기준으로 현장에서의 함수비 중 26.5%에 가까운 지점을 정사 영상

에서 찾아 R,G,B 값을 추출한 후 보정계수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

용한 정사 영상에서 함수비가 25.53%인 지점의 R,G,B 값은 200,183,199

로 확인되었다. 이를 이용하면 각 성분의 보정계수는 0.57, 0.61, 0.47 이

되며, 함수비 추정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식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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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nd-1 image(Red) (b) Water content distribution
[Fig.5-22] Digital mapping of water content distribution

표토 노출 구간의 래스터 이미지에서 R,G,B 성분을 각각 band1,2,3로

분리하여 0-255 값을 나타나는 8비트 이미지로 전환(Fig.5-22(a))한 후

Raster Calculator 툴을 이용해 위 식을 적용하여 추정 함수비를 맵핑하

였다.(Fig.5-22(b))

Fig.5-23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약 20m x 50m 크기로 확대

하여 본 함수비 맵핑도와 정사 영상을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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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ater content distribution (b) Raster image
[Fig.5-23] Digital mapping of water content distribution 2

식생 구간은 맵핑에서 제외되었으며, 염분이 상승하여 재염화되고 염

결정을 이룬 지점에서는 함수비가 10-20%로 다른 표토보다 낮게 나타났

고 표토의 함수비는 20-30% 구간이 가장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예상되

었다.



- 104 -

3.2. 동하계 함수비 분포 특성 비교

동일 지구에 대하여 시기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동

계(15년 11월 11일)와 하계(16년 8월 11일)에 각각 획득한 영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시기에 획득한 영상에서 연구 영역을 추출한 이미지를

Fig.5-24에 나타냈다.

두 영상은 뚜렷한 계절적 차이로 인해 갈대 및 식생들의 색상이 확연

히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하계 영상에서는 인근 탄도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침수된 영역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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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nter (15.11.11) (b) Summer(16.8.11)
[Fig.5-24] Seasonal image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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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함수비 맵핑 방법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채취한 1개 시료의 함수

비와 그 지점에 대한 RGB 값을 분석하여 실내 실험 결과와 비교하고,

보정계수를 구하여 전체 지역에 대한 맵핑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

음 Fig.5-25와 같다. 하계 영상에서는 침수 구역 증가로 표토 노출 구간

이 약 33.1% 감소하였으며 수변 영역의 함수비는 높게 내륙 쪽은 낮게

평가되었다.

(a) Winter (15.11.11) (b) Summer(16.8.11)
[Fig.5-25] Seasonal image of water content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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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함수비 맵핑 정확성 평가

함수비 맵핑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채취한 전체 30

개의 시료에 대하여 실내 시험을 통해 얻은 함수비와 맵핑 결과에서 나

타난 함수비를 서로 비교해 보았다(Table 5-8). 각 지점별 오차는 0.1

8%～12.86%로 계산되었고, 평균 오차는 2.99% 로 나타났다. 실측 함수

비 35% 이상의 고함수비 샘플인 22번, 28번 시료의 오차가 크게 나타났

고, 이 두 시료를 제외하면 평균 오차 2.33%, 최대 오차는 6.69%였다.

[Table 5-8] Comparison of actual and estimated water content

Sample
No.

Water
content(%)

Mapping
result(%)

Sample
No.

Water
content(%)

Mapping
result(%)

1 22.6 21.7 16 19.5 21.7

2 16.6 19.6 17 18.7 17.1

3 29.1 25.4 18 25.3 22.6

4 23.9 26.9 19 23.1 22.0

5 18.4 19.3 20 31.0 31.2

6 19.5 20.5 21 34.1 30.3

7 16.8 19.0 22 38.4 27.5

8 16.4 18.4 23 33.2 30.6

9 15.3 19.6 24 29.4 31.8

10 17.8 23.8 25 25.5 23.5

11 18.5 21.7 26 23.5 20.0

12 18.7 19.6 27 32.5 31.4

13 16.7 17.1 28 48.1 35.2

14 15.6 22.3 29 25.2 26.06

15 20.2 23.2 30 24.5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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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값과 맵핑 결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도시하면 다음 Fig.5-26과 같

으며 두 데이터 간 Pearson 상관계수는 0.876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그림에서와 같이 20% 이하 함수비 영역에서는 다소 과대하게 예측되는

경향이 30% 이상에서는 작게 예측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산정했던 보정계수의 오차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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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6] Relationship between actual and estimated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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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염 지역 분류 및 평가

4.1. 고염 지역 분류

앞서 실내에서 실험을 통해 얻은 염도 추정식은 흙이 건조한 조건에서

설정한 값이며 실내에서 촬영한 이미지와 현장에서 UAV로 획득한 이미

지는 조건이 상이하여 식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점은 간척지 지역의 재염화 발생

을 빠르게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재염화 발생 지역

과 일반 지역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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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face soil region image (b) Classification of surface soil
[Fig.5-27] Unsupervised classification of surface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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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비 맵핑 시 사용하였던 표토 구간만 추출한 래스터 이미지

(Fig.5-27(a))를 사용하였으며, 표토 노출 구간에 대해 무감독 분류를 통

해 10개의 클래스로 분류하였다.(Fig.5-27(b))

이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의 표층 염도 분포는 47.5dS/m～82.5dS/m로

나타났다. 실내 시험을 통해 얻은 염도 중 2개소 값을 이용해 60dS/m를

기준으로 2개의 클래스로 재분류(Reclass) 하였다.

그 결과는 Fig.5-28과 같다.

[Fig.5-28] Digital mapping of salty regio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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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8을 확대하여 본 재염화 지역 맵핑도와 정사 영상을 Fig.5-29

에 비교하였다.

(a) Salty region distribution (b) Raster image
[Fig.5-29] Digital mapping of salty region distribution 2

빈 공간은 식생이 있는 곳이며 60dS/m 이상으로 평가되는 구간이 상

당히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체로 염생 식물 주변으로

60dS/m 이하로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나 현장에서의 측정 결과와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구간은 간척 초기 단계에 있는 곳으로 현

재 상태에서는 농작물 생육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기상 조건과 시간

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염화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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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동하계 염분 분포 특성 비교

Fig.5-30은 동계와 하계에 각각 획득한 두 영상에서 표토의 염도를 추

정하여 2개 영역(60dS/m)으로 구분한 영상이다. 하계 영상에서 표토 노

출 영역이 감소하였으며 고염도로 분류되는 영역의 비율이 적어진 것을

확인한 수 있다. 동계에 60dS/m 이상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전체 표토

노출 구간의 48.5% 였으나 하계에는 표토 노출 구간의 27.2%로 크게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계 영상에서 침수 지역이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우 등 기상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본

결과를 통해 동일 지역 표토의 염도 분포 특성이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Winter (15.11.11) (b) Summer(16.8.11)
[Fig.5-30] Seasonal digital mapping of salty region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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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염도 분포 분류 정확도 평가

대상지에 대한 토지 피복 분류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던 방법인 오차 행

렬을 이용한 전체 정확도(Total Accuracy), 사용자 정확도(User’s

Accuracy) 및 생산자 정확도(Producer’s Accuracy), Kappa 계수를 이용

하는 방법으로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정확도 평가를 위해 현장에서 추가 채취한 30개의 시료의 EC 값과

60dS/m로 분류된 맵핑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여 다음 Table 5-9에 나

타냈다.

[Table 5-9] Accuracy evaluation of surface soil salinity classification

평가용 시료의 EC 값은 최소 23.0에서 최대 95.2dS/m로 나타났으며

평균 58.5dS/m 였다. 전체 분류 정확도는 80%였으며 Kappa 계수는 0.6

으로 상당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Class
Salinity(dS/m)

Total
User

Accuracy< 60 > 60

< 60 11 2 13 84.6%

> 60 4 13 17 76.5%

Total 15 15
Total
Accuracy

Kappa
Coefficient

Producer
Accuracy

73.3% 86.7% 8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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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산림지 표토의 분석

제 1 절 DIP 기법을 이용한 흙의 분류

1. 흙 종류에 따른 색상값

1.1. 산림지 건조토의 색상값

산림지 내 표토 분류 기준인 8개 토양군 중 색과 관련된 5개 종류의

산림지 흙과 이와 비교 평가하기 위한 간척지 표토, 풍화토 등 총 7종의

시료를 준비하였다. 각 흙에 대한 이미지를 실내 스튜디오에서 획득하고

관심 영역인 흙 부분을 750x750 픽셀 크기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 Table

6-1과 같다.

[Table 6-1] Digital images of dry samples

B D R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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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S W

각 흙의 색상은 육안으로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각 ‘흙의 색이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흙을 분류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이미지 픽셀 단위의 RGB 데이

터를 획득하고 분석함으로써 각 흙을 분류하고자 한다. 위에서 획득한

각각의 이미지에서 임의의 지점 400개 픽셀에 대한 RGB 데이터를 각각

도시하면 다음 Fig.6-1과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각 시료별로 RGB 값의

분포 범위가 서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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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1] The RGB value distribution of soi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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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히스토그램 분포

각 시료의 픽셀 단위 RGB 데이터를 빈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Fig.6-2와 같이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간척지 시료(S)를 제외

하고는 모두 Red 값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Green, Blue 순서로 나타났

다. 간척지 시료(S)는 Red 값과 Green 값의 중앙값이 매우 유사하게 나

타났으며, Blue 값 또한 다른 흙에 비해 다른 성분(Red, Green) 값과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간척지 시료(S)가 무채색에 가까워 R,G,B

값이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화산회 산림토양(V)은 R,G,B

값이 다른 흙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났고 적색 산림토양(R)에서 Red 값

이 다른 시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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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2] The RGB value histogram of soil samples

각 시료 이미지에서 얻은 R,G,B의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표준편차를

Table 6-2에 정리하였다. 적색 산림토양(R)과 간척지 시료(S), 풍화토

(W)가 다른 흙의 R,G,B에 비해 평균값이 모두 높게(밝게)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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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RGB value of samples

Sample Average Max Min Std.dev

B

R 159.5 200 121 5.6

G 143.2 184 107 5.6

B 119.1 159 92 5.9

D

R 182.0 228 133 5.3

G 148.8 199 103 5.4

B 109.9 157 67 5.6

R

R 211.9 238 156 5.6

G 181.1 208 126 5.5

B 140.2 168 92 6.0

G

R 176.1 216 133 5.6

G 159.5 200 115 5.5

B 134.9 184 95 5.9

V

R 104.6 178 73 6.3

G 87.6 161 55 6.2

B 71.9 143 42 6.2

S

R 190.9 206 159 4.1

G 189.9 203 156 4.0

B 179.4 196 147 4.9

W

R 206.7 255 155 7.6

G 191.8 241 143 7.7

B 169.9 225 11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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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P 분석을 통한 표토의 분류 및 검증

2.1. R,G,B 성분별 분류

흙의 분류를 위해 R,G,B 색상을 기준으로 다음 Fig.6-3～5와 같이 정

리하였다. 모든 토양의 R 성분, G 성분. B 성분을 각각 히스토그램으로

도시하여 각 성분 별로 토양 분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았다.

모든 성분에서 화산회 산림토양(V)은 다른 시료의 히스토그램과 중첩

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화산회 산림 토양의 R,G,B 값의

분포로 화산회 산림토양(V)을 분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외의 토양들은 각 성분에서 2～5개의 다른 토양과 일정 정도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하여 원본 R,G,B 데이터만을 이용하면 흙을 정확

히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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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 The R value histogram of soi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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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4] The G value histogram of soi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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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5] The B value histogram of soil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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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료 분류 결과

판별 분석 이론을 이용해 대상 시료의 분류 판별 함수를 산출하기 위

해서 각 이미지에서 임의의 200개 픽셀에 대한 R,G,B 데이터를 추출하

였다. 각 흙의 R,G,B 값은 독립변수로 입력이 되며 종속변수로써 토양의

종류가 입력되었다. 토양의 종류는 1～7의 숫자 형태로 변경하여 입력하

였으며 범용 통계 해석 프로그램이 SPSS 23.0을 이용하여 판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판별점수(Z) 식을 산출하였다.

         (식 6.1)

그리고 각 집단을 분류하기 위한 집단 중심값은 다음 Table 6-3과 같

다.

[Table 6-3] The group centroids of discrimination analysis result

TYPE Group centroids

B -4.253

D 9.995

R 1.080

G .036

V -21.319

S 5.329

W 9.131



- 123 -

Fisher의 선형판별 함수는 각 집단별로 생성되는데, 새로운 분류 대상

이 있을 때 독립변수 값들을 분류함수에 삽입하여 계산한 결과를 각기

비교하여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나는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Table 6-4에 산출된 Fisher의 선형 판별 함수를 나타냈다.

[Table 6-4] The coefficient of Fisher's linear discriminant function

TYPE R G B Constant

B 23.033 3.215 -14.843 -1180.45

D 44.104 -4.191 -25.98 -2441.366

R 49.2 -11.859 -26.242 -2154.703

G 22.648 4.815 -14.736 -1368.129

V 23.669 -5.98 -10.988 -578.113

S -2.805 22.382 -3.336 -1551.679

W 18.973 9.613 -12.788 -1796.892

예를 들어 이미지에서 얻은 R,G,B 데이터가 각각 160,140,120 이라고

한다면 식 6.1 의 판별 점수 식에 의해 Z=-5.086을 얻게 된다. 이 값에서

가장 가까운 집단 중심값을 Table 6-3에서 찾으면 –4.253이며 이 흙은

B(갈색산림토양)로 분류되게 된다. 마찬가지로 위 데이터를 Table 6-4

의 Fisher의 선형판별 함수 식에 대입하면 각각 점수를 얻게 되는데 이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흙을 분류하게 되며 위 예의 데이터

는 B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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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수 생성에 사용되지 않은 임의의 700개 픽셀에

대하여 분류를 실시하고 분류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 Table 6-5에 나타냈다. 각 집단에 대한 전체 분류결과는 99.4%의

정확도로 분류되었다. 갈색산림토양(B)과 회갈색산림토양(G) 간에 오예

측이 일부 존재하였으나 다른 토양의 분류는 700 픽셀 모두 정확하게 이

루어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판별 함수가 7개 토양의 분류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6-5]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soil type

Predicted group
Total

B D R G V S W

O
r
I
g
I
n
a
l

C
o
u
n
t

B 673 0 0 27 0 0 0 700

D 0 700 0 0 0 0 0 700

R 0 0 700 0 0 0 0 700

G 4 0 0 696 0 0 0 700

V 0 0 0 0 700 0 0 700

S 0 0 0 0 0 700 0 700

W 0 0 0 0 0 0 700 700

%

B 96.1 0.0 0.0 3.9 0.0 0.0 0.0 100.0

D 0.0 100.0 0.0 0.0 0.0 0.0 0.0 100.0

R 0.0 0.0 100.0 0.0 0.0 0.0 0.0 100.0

G .6 0.0 0.0 99.4 0.0 0.0 0.0 100.0

V 0.0 0.0 0.0 0.0 100.0 0.0 0.0 100.0

S 0.0 0.0 0.0 0.0 0.0 100.0 0.0 100.0

W 0.0 0.0 0.0 0.0 0.0 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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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DIP 기법을 이용한 산림지 표토 함수비 추정

1. 시험 과정

본 절에서 사용한 시험 과정은 간척지 흙의 함수비 추정 시험법과 동

일한 절차를 거쳤다. 유기물과 자갈 등 큰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2.0mm(#10체) 체를 통과시킨 시료 1,000g 씩을 준비하였고 각 단계마다

중량 대비 3%의 물을 첨가하여 함수비가 증가하도록 하였다. 물을 첨가

한 후 시료를 충분히 혼합하고 수분이 흙 입자에 흡수되도록 지연 시간

을 두었다. 각 단계의 시료는 토양 분류 시험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10cmx10cmx2cm 아크릴 몰드에 채우고 상부면을 고르게 성형한 후 스

튜디오에서 이미지를 촬영, 획득하였다. 조명 조건과 카메라 설정값은 토

양 분류 시험 때와 동일하게 하였으며, 촬영 시 아크릴 몰드의 위치도

동일 지점에 위치토록 하였다. 사진 촬영 후에는 시료를 4등분한 후 시

료를 채취하여 각각 함수비를 측정하였다.

2. 함수비 변화에 따른 이미지 획득

다음 Table 6-6 에 각 시료별 함수비에 따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표

에 나타낸 함수비는 촬영 시 채취한 4개 시료의 함수비를 평균한 값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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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6] The digital image of soil samples with water content

B

Water Content (%)
0.7 4.0 7.8 9.2

12.3 17.2 22.8 26.8

32.0 35.9 41.1

D

Water Content (%)
1.7 4.8 7.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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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6.3 18.9 22.5

R

Water Content (%)
1.2 3.7 6.4 9.3

12.0 14.9 18.6 21.1

G

Water Content (%)
1.7 3.9 6.7 9.5



- 128 -

13.2 16.4 19.5 22.3

26.4

V

Water Content (%)
1.5 9.8 15.2 18.0

19.7 23.5 25.6 29.5

31.2 36.1



- 129 -

S

Water Content (%)
1.5 3.7 7.5 10.2

13.3 16.8 19.6 22.9

26.5

W

Water Content (%)
0.3 2.9 5.9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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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4.9 16.9

모든 시료에서 함수비 증가에 따라 명도가 낮아지고 채도가 높아짐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시료별로 일정 정도 이상의 함수

비 조건이 되면 수분이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미지에서는 반사 되어

밝게 나타나고 있다. 수분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함수비는 각 시료별로

차이가 있으며 함수비별 시료 준비 과정에서 몰드 내 성형이 불가능한

단계까지 촬영하였다.

3. 함수비 변화에 따른 색상값

각 시료의 함수비 변화에 따른 RGB 색상값의 변화는 다음 Fig.6-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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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6] Relationship between RGB value and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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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와 같이 모든 시료에서 함수비 증가에 따라 RGB 값이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R,G,B 각각의 감소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또한 화산회 산림토양(V)과 간척지 시료(S)를 제외

하고 모든 시료에서 일정 정도의 함수비 이상에서는 다시 RGB 값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분이 표층으

로 상승하여 반사된 빛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각 토양에서 RGB 색상값이 최소를 나타내는 함수비와 마지막 단계의

함수비를 다음 Table 6-7에 나타내었다.

[Table 6-7] The water content at RGBmin and at last step

Sample
Water content

at RGBmin (%)

Water content

at last step (%)

B 32.0 41.1

D 16.3 22.5

R 14.9 21.1

G 19.5 26.4

V 36.1 36.1

S 26.5 26.5

W 8.7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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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P 분석을 통한 함수비 추정

Fig.6-7(a)는 갈색산림토양(B)의 함수비에 따른 RGB 변화를 실험적

으로 얻은 그래프이고 Fig.6-7(b)는 실험 결과를 H,S,V 컬러 모델로 변

환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색상(H) 값은 함수비 변화

에 따라 변화가 크지 않으며 채도(S)는 중간 함수비 영역에서 높고 낮은

함수비와 높은 함수비 영역에서는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명도에 해

당하는 V 값은 R,G,B 그래프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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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7] Relationship between color value and water content of B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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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각 함수비별 색상값 R,G,B와 H,S,V를 각각 구하고 함

수비와 R,G,B 함수비와 H,S,V 와의 회귀식을 개발하였으며 전체 함수비

범위의 갈색산림토양(B)에 대한 함수비 추정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결정

되었다.

            (식 6.2)

            (식 6.3)

두 식의 결정계수 R2값은 각각 0.911 과 0.942로 높은 편이고 H,S,V

모델을 이용한 추정식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Fig.6-8은 함수비 추정 회귀식을 이용한 결과와 실제 함수비의 관계를

1:1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추정 함수비와 실제 함수

비와의 상관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10% 이하의 낮은 함수

비와 30% 초과한 높은 함수비 영역에서의 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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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8] Estimated water content vs. actual water content

이는 Fig.6-7(a)와 같이 낮은 함수비에서는 함수비 변화에 따른 색상

값의 변화가 적으며 일정 함수비 이상에서는 다시 색상값의 크기가 커지

는 영역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실험 과정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정 함수비를 넘어서면 표면에 수분이 상승하게 되고 빛을 반사하

여 색상값 분포에 변화를 주게 되므로 함수비를 추정할 때 오차를 발생

시킬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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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RGB 색상값이 다시 높아지는(반사가 발생하는) 영역을 제거하

고 각 시료에 대한 함수비 추정 회귀식을 각각 구하였으며 다음 Table

6-8,9에 R,G,B와 H,S,V 색상 모델을 이용한 회귀식의 계수와 결정계수

R2을 정리하였다.

[Table 6-8] The regression coefficient using RGB value

Soil
RGB Model Coefficient

R G B Constant R2

B -2.665 3.083 -0.772 78.069 0.984

D -0.131 - -0.031 30.065 0.969

R -0.218 0.168 -0.120 34.915 0.953

G -0.735 - 0.530 61.197 0.910

V -1.350 3.336 -3.050 74.352 0.897

S -0.895 - 0.540 74.470 0.953

W -0.325 - 0.173 38.228 0.940

[Table 6-9] The regression coefficient using HSV value

Soil
HSV Model Coefficient

H S V Constant R2

B 2.222 -1.207 -1.734 62.029 0.982

D -0.500 0.094 -0.197 29.352 0.954

R 0.207 0.069 -0.384 24.825 0.944

G 1.450 -1.017 -1.440 73.501 0.965

V 1.967 0.765 -1.919 4.951 0.876

S 1.460 -0.680 -1.104 7.078 0.921

W 0.647 -0.662 -0.821 55.551 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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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갈색 산림토양(G)과 풍화토(W)를 제외하고는 모두 RGB 모델을 이

요한 회귀식의 결정계수가 높게 나타났고 RGB 모델을 사용한 회귀식

중 암적색(D), 회갈색(G) 산림토양과 간척지 시료(S), 풍화토(W)는

Green 성분을 제외하고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이 흙들은 모두 Red 성분

과 Green 성분의 변화 경향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두 성분

중 한 성분만을 활용해 회귀식이 구성되었다.

Fig.6-9는 갈색산림토양(B)에 대해 개발된 함수비 추정 회귀식으로 산

정한 함수비와 실제 함수비의 관계를 1:1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다. 앞서

전체 함수비 범위에서 산정한 회귀식에 비해 낮은 함수비 영역(10% 이

하)에서의 예측 결과가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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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9] Revised estimated water content vs. actual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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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P 분석을 통한 흙 분류 및 함수비 추정

앞서 건조 흙의 이미지를 분석해 분류하는 방법과 각 시료별로 함수비

를 추정하는 회귀식을 개발해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이용해 흙의 디지

털 이미지를 분석해 흙을 분류하고 함수비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

여기서는 흙 분류에서 사용한 판별 분석 기법을 이용하였다. 각 시료

별 함수비별 이미지에서 임의의 400픽셀의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이 중

각 100픽셀의 값은 판별점수 산정을 위한 훈련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300

픽셀은 그 결과값을 검증하는데 사용하였다.

판별 분석에 사용한 케이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갈색산림토양 (B) : 함수비 총 11 단계 (4400픽셀)

- 암적색산림토양 (D) : 함수비 총 8 단계 (3200픽셀)

- 적색산림토양 (R) : 함수비 총 8 단계 (3200픽셀)

- 회갈색산림토양 (G) : 함수비 총 9 단계 (3600픽셀)

- 화산회산림토양 (V) : 함수비 총 10 단계 (4000픽셀)

- 간척지 흙 (S) : 함수비 총 9 단계 (3600픽셀)

- 풍화토 (W) : 함수비 총 7 단계 (2800픽셀)

시료 종류와 함수비별 전체 분류의 개수는 총 62개이며 픽셀 수는

24,800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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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시료별 판별 분석의 결과

총 62 종으로 분류되는 종류를 함수비를 고려하지 않고 흙 종류별로 7

종으로 재분류 한 후 훈련용 픽셀 값을 이용해 판별 분석을 실시하여 얻

은 판별점수(Z) 식은 다음과 같고 분류 정확성은 71.7%로 나타났다.

        (식 6.4)

그리고 각 집단을 분류하기 위한 집단 중심값은 다음 Table 6-10과

같다.

[Table 6-10] The group centroids of discrimination analysis result

TYPE Group centroids

B -0.536

D 0.767

R -0.388

G -0.058

V -1.458

S 1.120

W 1.125

새로운 대상에 대한 분류의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Fisher의 선형판별

함수 결과는 다음 Table 6-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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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1] The coefficient of Fisher's linear discriminant function

TYPE R G B Constant

B 2.662 -2.789 0.360 -29.701

D 6.205 -6.604 0.849 -136.000

R 5.713 -6.205 0.894 -110.646

G 3.436 -3.646 0.504 -46.381

V 2.830 -3.076 0.467 -29.579

S 0.930 -0.800 0.074 -16.480

W 3.438 -3.500 0.380 -52.593

판별 분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단계에서 임의로 추출한 300

개 픽셀을 이용해 분류한 결과는 Table 6-12와 같다. 검증용 픽셀을 이

용한 분류의 정확도는 72.4%로 높은 정확성을 나타냈다.

[Table 6-12] The classification results of soil type without

considering water content

Predicted group
Total

B D R G V S W

O
r
I
g
I
n
a
l

C
o
u
n
t

B 586 0 0 196 1474 0 1044 3300
D 0 2279 121 0 0 0 0 2400
R 0 717 1683 0 0 0 0 2400
G 189 0 0 1594 34 0 883 2700
V 289 0 0 62 2649 0 0 3000
S 0 0 0 0 0 2700 0 2700
W 1 0 0 122 0 0 1977 2100

%

B 17.8 0.0 0.0 5.9 44.7 0.0 31.6 100.0
D 0.0 95.0 5.0 0.0 0.0 0.0 0.0 100.0
R 0.0 29.9 70.1 0.0 0.0 0.0 0.0 100.0
G 7.0 0.0 0.0 59.0 1.3 0.0 32.7 100.0
V 9.6 0.0 0.0 2.1 88.3 0.0 0.0 100.0
S 0.0 0.0 0.0 0.0 0.0 100.0 0.0 100.0
W 0.0 0.0 0.0 5.8 0.0 0.0 94.1 100.0



- 143 -

제 3 절 산림지 UAV 영상 획득 및 전처리

1. 비행 경로 선정 및 원본 이미지 획득

간척지 대상지에 대한 UAV 촬영 방법과 동일하게 안전하고 정확한

비행 및 촬영을 위해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 답사 등을 실시하여 이·

착륙에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하고 비행 구간에 지장물이 없는지 철탑과

같은 고공 구조물의 영향이 없는지 미리 파악하여 전체 구간에 대한 개

략적인 비행 경로를 설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계획노선, 촬영 고도 및

촬영 간격, 기체의 비행 예정 속도 등을 설정하고 사진 중복도와 매수를

선정하여 비행코스의 방향과 간격을 적절히 하였다.

다음 Fig.6-10은 대상 간척지와 산림지에 대한 예상 비행 경로 선정과

중첩도 선정 결과물이다.

[Fig.6-10] Flight route and overlap ratio setting in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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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계획한 비행 경로, 비행 고도, 기체 및 카메라 설정, 비행 속도

등을 적용하여 산림지 지역에서 얻은 원본 이미지는 다음 Fig.6-11과 같

다.

[Fig.6-11] Original image acquired from study area

촬영한 각 사진의 해상도는 4000x3000 픽셀이며 150m 고도에서 비행

시 10cm/pixel 이상의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다. 1회 비행으로

계획된 비행경로를 모두 비행할 수 있었으며 산림지에서는 120장 이상의

원본 이미지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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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처리 과정

전처리 과정 또한 간척지 지역에서 시행한 방법과 동일하게 UAV 에

서 촬영한 사진 중에서 이, 착륙 시 촬영된 사진과 오류가 발생한 사진

들에 대한 선별 작업을 거쳐 Photo Scan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진접

합(Align Photo), 지상기준점(GCP)입력, 지형 구축(Build Dense Cloud),

질감 구축(Build Mesh), 재질 생성(Build Texture) 단계 후 정사사진을

생성하는 작업 순으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다음 Fig.6-12는 산림지의 정합과정에서 나타나는 point cloud, dense

cloud, 3차원 mesh와 texture 생성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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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igning photo를 통한 point cloud생성

(b) dense cloud생성

(c) 3차원 mesh생성

(d) texture생성

[Fig.6-12] Process of orthophoto imag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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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사 영상의 획득

전처리 과정을 거쳐 직교영상으로 추출한 결과물은 다음 Fig.6-13과

같다.

[Fig.6-13] Orthophoto image of study area

사전에 계획한 목표지점에 대한 영상을 충분히 확보하였고 정합 품질

또한 우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획득한 영상의 품질을 확인해 보

기 위해 Google earth의 위성 영상, Daum의 항공 영상과 함께 Fig.6-14

에 비교해 보았다.

(a) This study (b) google earth (c) daum
[Fig.6-14] Image quality comparison of fores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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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획득한 영상이 동일한 위치의

구글 어스 위성 영상과 Daum의 항공 영상에 비해 품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대 10배 이상 해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영상 정합 과정이 끝난 후 영상 정합의 결과물 품질을 다음

Fig.6-15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그림에서 파란색 영역은 9장 이상의

이미지를 이용해 정합된 곳이다. 따라서 파란색 영역은 오차가 적고 위

치정보와 영상의 정합 정확성이 높아 영상 분석 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영역의 경계부에 위치해 낮은 중첩도를 가진 곳은 정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위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영상 분석 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Overlap

[Fig.6-15] Camera location and image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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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16은 영역 외곽부에서 낮은 중첩도로 인해 발생되는 왜곡 현상

을 보여주고 있다.

\

[Fig.6-16] Distortion of edge region of orthophoto image

또한 카메라 특성에 따라 발생되는 잔차를 Fig.6-17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Fig.6-17] Residuals of FC300X camera

산림지는 산의 정상부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며 지점별 고도차가 크

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합 과정에서 입체시가 되어 3D 이미지를 생성하

고 다음 Fig.6-18과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3D 이미지를 확인할 수도 있

으며 수치표고모델을 추출하고 생성할 때도 이 모델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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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18] 3D images of forest area

Fig.6-19는 정사 영상을 위성 영상 위에 새로운 층으로 설정한 것이며

위성 영상과의 연결 구간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사 영상이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향후 정사 영상 분석 시 위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6-19] Hybrid image generation with satellite image using

exported KMZ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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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산림지 영상의 분석

1. 산림지 영상의 분류

산림 지역 분석에도 Arcmap 10.1을 통해 UAV 영상을 분석하였으며

다음 Fig.6-20과 같은 흐름으로 수행하였다.

[Fig.6-20] A flow chart of classification of soil properties using UAV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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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UAV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의 정사 영상을 TIFF 포맷으로 추출

(Fig.6-21(a))한 후 중첩도가 낮아 왜곡이 발생하는 외곽부를 제외하고

중첩도 높은 지역의 래스터 이미지를 재추출(Fig.6-21(b))하였다.

(a) Extraction TIFF format image

(b) Boundary removed image
[Fig.6-21] Orthophoto image and boundary removed image

원본 정사 영상은 폭이 약 1,700m 길이가 약 650m 영역이었고, 외곽

부를 제거하고 관심 영역으로 재추출한 아래 이미지는 폭이 약 750m,

길이가 약 350m 인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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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역을 확대해서 보면 Fig.6-22와 같이 확연히 구분되는 수목 2종

과 산림 사이로 임도가 보인다. 임도는 콘크리트 구간 포장 구간과 흙길

로 나누어지며 영상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a) detailed image 1

(b) detailed image 2

[Fig.6-22] Extraction of study area and detail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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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도 및 표토 노출 구간 추출

본 연구 지역인 산림지역은 다양한 수목과 임도 건축물 등이 혼재해

있다. 이러한 각각의 영역을 분류하여 임도 구간과 표토 노출 영역만을

추출하여 산림 토양 분류와 함수비 추정을 하고 비탈면 활동 예상 구간

에 대해 횡단을 추출하고 사면안정 해석까지 검토할 수 있다.

표토 노출 구간을 추출하는 작업은 간척지 지역의 피복 분류 방법과

동일한 무감독 분류(unsupervised classification)기법으로 다음

Fig.6-23(a) 와 같은 분류 영상을 획득하였고, 리클래스(Reclass) 과정을

거쳐 Fig.6-23(b)의 결과를 얻었다.

(a) Unsupervised classification

(b) Reclass

[Fig.6-23] Classification of land cover – fores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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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와 산림이 일정 정도 분류되었으나 Fig.6-24와 같이 확대를 통해

보면 임도 구간 중 수목에 의해 그림자가 지는 부분, 임도 중심으로의

잡초 영역은 산림으로 분류되었고, 반대로 산림 내에서 일부 밝게 나타

나는 영역은 표토나 임도와 같은 클래스로 분류되었다.

(a) Raster image

(b) Result of classification

[Fig.6-24] Evaluation of classification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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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는 산림 내에 위치한다는 특성상 계절적 요인과 주변 수목의 성장

상태 등에 따라 공중에서 노출되는 영역과 노출되지 않는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목적이 임도 구간 내에 위치하는 비탈면 활동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추출하고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수목의 그

림자나 수목의 가지 등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임도 구간은 배제할 수 있

다. 하지만 무감독 분류 기법을 이용한 분류에서는 복잡한 산림지역 특

성에 의해 동일시 할 수 없는 영역들까지도 같은 클래스로 분류되는 등

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Table 6-13에서와 같이 전체 정확도 60.5%,

Kappa 계수 0.4로 분류 정확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Table 6-13] Accuracy evaluation of land cover classification

(unsupervised classification)

따라서 산림지 지역에서는 분류를 단순화하고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 분류(supervised classification) 방법을 함께 수행하였다. 감독

분류는 연구자의 판단과 외부 참고 자료에 의해 분류를 훈련시키고 훈련

Class
TH

Total
User

AccuracyTreeA TreeB Soil

TreeA 31 27 10 68 45.6%

TreeB 18 42 10 70 60.0%

Soil 11 11 60 82 73.2%

Total 60 80 80
Total
Accuracy

Kappa
Coefficient

Producer
Accuracy

51.7% 52.5% 75.0% 60.5%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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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분류 클래스를 표본 자료에 적용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

서는 수목 2종류와 콘크리트 포장, 흙 포장의 4가지 지역으로 구분하여

Tree A는 6개의 영역, Tree B 3개 영역, 임도 영역은 13개의 소규모 영

역 등 확실하게 구분되는 영역으로 훈련시켰다.

감독 분류 결과는 Fig.6-25와 같다. 분류 결과 무감독 분류 결과에 비

해 임도(흙, 콘크리트) 구간의 분류 정확도가 높아졌으며 산림 내에서 표

토나 임도 구간으로 분류되었던 오류가 현저히 낮아졌다. 정확도 평가

결과(Table 6-14) 에서도 전체 정확도 94.1%, Kappa 계수가 0.91로 분류

정확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Unsupervised classification

(b) Supervised classification

[Fig.6-25] Result of supervised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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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4] Accuracy evaluation of land cover classification

(Supervised classification)

Class
TH

Total
User

AccuracyTreeA TreeB Soil

TreeA 57 6 1 64 89.1%

TreeB 3 74 3 80 92.5%

Soil 0 0 76 76 100.0%

Total 60 80 80
Total
Accuracy

Kappa
Coefficient

Producer
Accuracy

95.0% 92.5% 95.0% 94.1% 0.91

토지 피복 분류 후 3개의 각 클래스들을 폴리곤으로 분리한 후 표토

노출 또는 임도구간의 래스터 이미지만을 추출하면 다음 Fig.6-26과 같

다.

[Fig.6-26] Extractiom of soil surfac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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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출 표토의 분류 및 함수비 추정

현장 조사와 UAV 이미지의 정사 영상 분석을 통해 임도 구간에서 비

탈면 활동이 예상되는 구간을 선정하였다. 이 구간은 임도에 근접한 사

면으로 비탈면의 경사도가 크고 식생이 없어 강우 시 사면 안정성이 급

격하게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a) Orthophoto image of slope region

(b) Photo of exposed slope

[Fig.6-27] Exposed slope near the forest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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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를 통해 채취한 시료를 실험실로 옮겨와 DIP 기법을 이용해

흙을 분류하였으며 갈색 산림 토양으로 분류되었다. 산림청에서 제공하

는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산림토양도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실내에서

측정된 현장의 자연 함수비는 16% 였다.

UAV를 이용한 이미지 촬영 결과물은 실내에서의 조건과 상이하므로

간척지 지역 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보정 계수를 산정하였다. 정사 영상

에서 시료 채취 위치의 R,G,B 성분은 각각 188,148,159로 확인하였으며,

실내에서 16% 함수비의 갈색산림토양 R,G,B 성분의 값은 각각 105, 86,

62로 보정계수는 0.56, 0.58, 039로 산정되었다. 실내에서 DIP 분석을 통

해 얻은 회귀식은 식 6.5와 같으며, 보정 계수를 적용하면 식 6.6이 된다.

         (식 6.5)

 ′  ×  ×    ×  

(식 6.6)

표토 노출 구간의 래스터 이미지에서 R,G,B 성분을 각각 band1,2,3로

분리하여 0～255 값을 나타나는 8비트 이미지로 전환 후 Raster

Calculator 툴을 이용해 위 식을 적용하여 추정 함수비를 맵핑한 결과는

Fig.6-28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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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28] Digital mapping of water content distribution

표토가 노출된 비탈면 구간에서는 함수비가 10-30% 내외로 예측되었

으며 일부 구간에서 30% 이상으로 예측되었다. 하지만 임도 중심부에

위치한 구간과 상부 산림에 인접한 구간의 함수비 예측 결과는 그림자

구간 또는 식생 구간에 의해 나타나는 어두운 영역에 의해서 오예측 되

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하였을 때 노출

비탈면의 함수비는 10～20%대 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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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탈면 구간의 안정성 평가

4.1. 대상 단면의 추출

UAV 촬영 이미지를 이용해 횡단을 추출하여 비탈면 노출 구간의 안

정성을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하였다. UAV 촬영 영상은 중복도를

가지며 중복 영역에 의해 3D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정합 영상에서

생성된 DEM 데이터를 TIFF 포맷으로 추출할 수 있으며 결과는

Fig.6-29와 같다. 남서측으로 산의 정상부가 위치하고 북동측으로 마을

이 있는 평지부이고 임도 구간은 DEM 상에서 양측 수목부와는 고도차

가 발생하여 구분이 가능하다.

[Fig.6-29] The DEM of study area

DEM 자료로 등고선을 생성하고 비탈면 구간을 확대하여 보면

Fig.6-30과 같다. 임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등고선이 밀집하여 급격하게

고도가 변하는 곳이 있는데, 이는 수목의 높이로 인해 지표면과의 고도

차가 급하게 발생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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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0] Contour map of slope area

본 대상 비탈면 구간에 대해 등고선 자료를 이용해 횡단을 추출하면

Fig.6-31과 같은데, “A” 영역과 “B” 영역은 급격하게 고도가 변하는 곳

으로 수목에 의한 고도차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표고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정이 필요하다.

[Fig.6-31] Profile of slope area



- 164 -

수목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횡단을 작성하면 다음 Fig.6-32와 같으며

사면안정해석이 필요한 영역을 해치로 표시하였다. 이 횡단의 경사는 현

장 측량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전체 경사도는 유사하였으며 국부적

인 경사도는 5도 이내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6-32] Revised profile of slop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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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석 조건

본 연구에서는 무인비행체에서 획득한 비탈면의 횡단을 대상으로 토

심, 강도정수, 강우량 변화를 가정하고 비탈면 안정 해석을 수행하여 본

연구의 결과물이 안정 해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검토에서 사용된 조건과 지반 정수들은 가정된 값이

므로 개략적인 안정성 평가의 결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무인 비행체 영상에서 얻은 전체 횡단 중 비탈면 활동 예상 구간에

대한 횡단은 Fig.6-33과 같다.

[Fig.6-33] Cross-section for slope stability analysis

산림 입지도에서 확인한 해당 지점의 평균적인 토심인 0.6m를 대표 심

도로 적용하였고 강도 정수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직접 전단 시험을

통해 얻은 값(Table 6-15)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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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5] The strength parameter of forest soil sample

Sample Cohesion(C, kPa) Friction angle(, °)

forest 7.09 34.24

기본 조건은 Table. 6-16에 나타낸 기본 값을 적용하였으며 토심, 점

착력, 내부마찰각, 강우량 중 각 하나의 변수만을 변화시켜 비탈면 안정

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해당 비탈면에서 변화시킨 조건은 다음 Table

6-17과 같으며 각 케이스에 대해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Table 6-16] Default value for evaluation of slope stability

Case Default value

Soil Depth(cm) 60

Cohesion(kPa) 7.09

Friction angle(°) 34.24

Rainfall(mm) 0

[Table 6-17] Analysis case for evaluation of slope stability

Case Minimum Maximum Interval

Soil Depth(cm) 20 200 10

Cohesion(kPa) 0 20 1

Friction angle(°) 20 40 1

Rainfall(mm) 0 24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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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해석 결과

▪ 현 비탈면 안정성

사면 안정 해석은 Midas Co. 사의 Soilwork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

며해당 비탈면에 대해 산림입지도 상의 토심인 60cm로 가정하고 직접전

단 시험 결과를 적용한 기본 단면의 한계평형 해석 결과 안전율은 Fig.

6-34와 같이 1.30으로 나타났다.

[Fig.6-34] Result of slope stability analysis

현재 상태의 안전율은 이론적으로 비탈면 활동이 예상되는 1.0을 충분

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 사

면과 같은 인공 사면에 적용하는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의 안전율

기준에 따르면 건기시 안전율이 1.5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해당 사면의 향후 활동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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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심에 따른 안정성 변화

산림지의 토심은 지역과 지형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며, 산림 입지

도 상에서는 30～60cm, 60～90cm 등의 분포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비탈면의 토심을 20cm～200cm까지 10cm 단위로 가정하고 사면

안정성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다음 Fig.6-35와 Fig.6-36에 나타냈다.

(a) D = 20cm (b) D = 60cm

(c) D = 100cm (d) D ≥ 150cm

[Fig.6-35] Slope stability according to soil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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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6] Relationship between soil depth and safety factor

토심 변화에 따른 안전율 변화 그래프(Fig.6-36)를 통해 토심이 깊어

질수록 안전율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토심 20～

70cm 구간에서는 안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다 이후 토심에서는 안전율

변화 폭이 작게 나타나며 토심 150cm 이상에서는 안전율이 동일하였다.

최대 토심에서도 안전율은 1.0을 넘어섰으나 토심 70cm 이상에서는 안

전율 1.2 이하로 나타나 비탈면 관리에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170 -

▪ 강도 정수에 따른 안전율 변화

해당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의 직접전단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현 상태

안전율을 검토하였으나 산림지 토양의 강도 특성은 공간적 편차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변화에 따라 비탈면 안정

성의 변화 정도를 검토하였다.

점착력은 0～20kPa까지 1kPa 단위로 변화시켜 점착력 변화에 따른 안

전율의 민감도를 평가하였고, 내부마찰각은 20°에서 40°까지 1° 단위로

변화시켜 민감도를 평가하였다.

다음 Fig.6-37에 각각 점착력과 내부마찰각 변화에 따른 안전율 변화

를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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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hesion vs safety factor (b) Friction angle vs safety factor

[Fig.6-37] Relationship between soil strength parameters and safety

factor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증가에 따라 비탈면 안전율이 선형적으로 상승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각각의 강도 정수 증가에 따른 안전율 상

승 폭(민감도)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데이터를 이용해 민감도를 분석하면 다음 식과 같이 점착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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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가 13배 가량 크게 나타나, 산림 토양의 점착력 값이 비탈면 안정

성에 영향이 큰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 
  (식 6.7)

∆ 

∆ 
  (식 6.8)

▪ 강우량에 따른 안전율 변화

강우가 발생하면 표층을 통해 강우의 침투가 발생하고 지하수위가 상승

하여 지표면까지 포화대가 형성될 수 있다. 토층이 포화되면 단위 중량

이 증가하고 활동력이 증가하여 사면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 본

검토에서는 무강우 조건(지하수위 기반암 상부)에서부터 240mm 강우 조

건까지 10mm 단위로 강우량을 늘려가며 사면 안정성 변화를 분석하였

다.

(a) Rainfall = 50 mm (b) Rainfall = 1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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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ainfall = 150 mm (d) Rainfall = 200 mm

[Fig.6-38] Slope stability according to rainfall

전체 강우 조건에 대한 안전율 변화를 도시하면 Fig.6-39와 같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우량 130mm까지 안전율 변화는 미미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 검토에서는 무인비행체 영상에서 얻은 횡단면을 이용해 비탈

면 안정 해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성을 확인하여 본 것이므로 정밀한 안

정성 해석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토심 정보, 강우량 정보, 시료의 함수

특성 및 투수 계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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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9] Relationship between rainfall and safety factor





- 175 -

제 7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척지 흙과 대표적 산림 토양에 대한 실내 실험 결과

를 디지털이미지프로세싱(DIP) 기법으로 분석하여 흙의 분류와 함수비

추정, 간척지 흙의 염도 추정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이를 현장에

서 획득한 UAV 촬영 영상을 이용해 적용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산림 토양 5종과 간척지 시료 1종 비교 평가용 풍화토 1종의 건조 시

료를 대상으로 실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디지털 이미지에서 DIP 기

법으로 픽셀 단위의 색상값을 획득하였으며, 획득한 RGB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흙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된 시료 7종은 건조한 상태일 때 제시한 방법에 의해 99% 이상의 정

확도로 분류되었다.

2. 각각의 시료는 함수비 증가에 따라 R,G,B 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이다가 일정 함수비 이상에서는 수분이 표층으로 올라오며 R,G,B 값

이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분이 표층으로 상승하는 함수비

는 흙 종류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간척지 시료와 화산회 산림토양은 실

험 가능 조건 범위 내에서는 R,G,B 값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다.

각 시료의 함수비 단계별로 획득한 디지털 이미지를 분석하여

R,G,B 색상값과 H,S,V 색상값을 이용해 함수비 추정 회귀식을 개발하

였으며, RGB를 이용한 회귀식의 결정계수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실험에서 사용한 전체 함수비 조건을 이용한 회귀식은 초기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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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영역과 수분 상승으로 인해 밝아지는 함수비 영역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하여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수분 상승이

일어나는 함수비 영역을 제외하고 각 시료에 대한 함수비 추정 회귀식

을 제안하였다.

3. 종류와 함수비를 알 수 없는 흙을 분류하고 함수비를 추정하기 위해

서 7개 시료의 함수비 단계를 고려한 총 62개 분류를 이용해 미지의

흙에 대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시료를 분류하고 함수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임의의 픽셀 데이터를 이용해 62개를 분류한 방법, 함수비를 수분

상승 전과 상승 후로 분류한 12개 분류, 함수비를 고려하지 않고 종류

로만 분류한 7개 분류에 대해 판별 분석을 수행한 결과 흙 종류별 7개

로만 분류한 방법에서도 약 74% 이상의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미지의 시료 이미지에서 얻은 데이터로 흙의 종류를 먼저 분류

한 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각 시료의 함수비 추정 회귀식을 이용하면,

흙 분류와 표층 함수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간척지 시료의 염도 추정을 위한 실내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DIP 분

석을 통해 R,G,B 색상값을 이용한 염도 추정 회귀식을 제안하였다. 간

척지 흙은 염도에 따라 R,G 값의 변화는 미미하였으나 B 값은 염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안된 회귀식은 낮은 염도 구

간에서는 과대평가 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10dS/m 이상 구간에서는

예측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척지의 재염화를 판별하는데 있

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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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형 UAV와 UAV에 장착된 카메라 이용해 간척지와 산림지에서

150m 고도에서 촬영한 항공 영상 이미지를 획득하였으며, 이미지의 해

상도는 약 64mm/pixel로 30m 급 위성 영상의 460배 이상의 해상도를

나타냈다. 각 이미지는 좌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표정과 기하 보

정 과정 등을 통해 여러 영상을 정합하여 대상지에 대한 정사 영상과

수치 표고 모델(DEM)을 획득할 수 있었다.

6. UAV 촬영 영상을 이용해 얻은 정사 영상을 이용해 간척지의 토지

피복을 분류하고 표토 노출 구간을 추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출

된 표토 노출 구간에 대하여 실내에서 DIP 기법을 이용해 얻은 함수

비 추정식과 염도 추정식을 적용하여 대상 지구에 대해 함수비 분포와

염도 분포를 맵핑하였으며, 실내와 현장이 광량 조건 등이 상이하여

보정 계수를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이용함에 따라

함수비와 염도 분포를 고해상도로 디지털 맵핑할 수 있었으며 중,소규

모 지역에서는 UAV 촬영 영상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산림지에서 획득한 UAV 촬영 영상을 이용해 산림 내 수목과 임도와

같은 표토 노출 구간을 분류하였으며, 표토 노출 구간에 대해 함수비

단계별로 맵핑하였다. 또한 임도 구간에 존재하는 표토 노출 구간 중

비탈면 활동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UAV 영상 정합을 통해 얻은

DEM 자료를 이용하여 횡단을 추출하고 사면안정해석의 기초 자료로

써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최근에 생성된 노출면 등의 정보는

기존 수치지형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UAV 촬영 영상을

이용한 사면 횡단 추출 및 안정성 평가 방법은 소규모 지역의 고해상

도 재해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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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이미지 처리 기법과 무인비행

체 촬영 영상을 간척지와 산림지의 흙 분류, 함수비 평가, 염도 추정 등

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평가하였다.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실내에서 다양한 광원 조건하에서의 흙 이미지 평가, 실외에서 평

가하여 분류하는 기법에 대한 연구와 UAV 영상을 시계열 분석하기 위

해 각 시기별, 촬영일 및 기상에 따른 차이를 제거, 보정할 수 있는 방법

을 밝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내외의 다양한 흙들에 대하여 DIP

분석을 위한 기초 영상 자료 수집과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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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remote sensing researches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

(UAV) imagery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UAV imagery is useful

for exploring small and medium sized areas, because it is relatively

inexpensive compared to satellite imagery and suitable for time series

monitoring.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of surface soil in reclaimed

land and forest area were evaluated by image acquisition and analysis

using UAV. Image processing technique for class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surface soil was developed and used for analyzing

UAV images of reclaimed land and forest area.

The digital images of reclaimed land samples with various water

contents and salinity levels were obtained and the regressio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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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stimate soil water content and salinity was developed by

analyzing RGB data of those images.

As the water content of reclaimed land samples increased, the RGB

values tended to decrease.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the

developed regression equation was 0.965 an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the surface salinity estimation equation was 0.689.

Soil classifying method of seven-kinds soil was proposed using

discriminant analysis theory of RGB data from images. As a result,

the classification accuracy of each sample was 99.4% in dry condition

and 72.4% in wet condition.

In the field, each geotagged image acquired from UAV was

converted into an orthophoto through image preprocessing, and then

surface soil section was extracted. The water content distribution of

reclaimed land surface soil was mapped using the developed

regression equation in lab. The error between the estimated and

measured water contents was 2.99% on average. In the case of

salinity mapping, the classification accuracy was 80% in the result of

classification of high salinity areas.

From the aerial images of forest area, forest road and exposed

slope area were extracted, and then the water content distribution of

surface soil of those areas was mapped.

Also, the digital elevation model was generated with the UAV

images and the cross-section data of the slope was extracted, which

can be used as a basis for the slope stabilit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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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age processing technique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time series images acquired from UAV, in order to

monitor and analyze the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soil

characteristics in reclaimed land and forested area.

keywords : Image Processing, UAV, Soil Classification,

Soil Characterization, Reclaimed Land, Forest Area

Student Number : 2011-3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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