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최근 국내에서는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를 이용해 해빈, 해식애 및 해안선과 같은 다양한 지형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이강산 등, 

2015; 배성지 등, 2016; 유재진 등, 2016, 2018; 최광희 등, 

2016; 김장수, 2017, 2018, 2019),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에

서 제공하는 과거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이용해 수치고도

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또는 수치표면모델(Digital 

Surface Model)을 제작하는 방법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확

인하거나 DSM을 기초로 선형 구조를 추출해 지구조적 의

미를 검토한 연구도 이루어졌다(박충선·이광률, 2018; 

오정식·김동은, 2019). 무인항공기를 통해 촬영된 항공

사진의 경우, 보통은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을 비교적 높은 

중첩율과 높은 공간 해상도로 촬영하는데 반해,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은 비교적 넓은 지역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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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DSM 제작에 있어, 토지피복과 식생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산림지역이 

DSM과 DEM 사이의 고도 차이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으며, 수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침엽수림과 혼효림보다

는 활엽수림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진의 촬영 문제, 왜곡, 촬영 당시 형태나 위치가 변하는 문제와 그늘 지역이

통계적인 관련을 낮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통계적인 관련을 낮춘 여러 원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식생에 따른 

임관의 형태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와 같은 자료가 보다 쌓인다면, DSM과 DEM의 특성을 통해

산림 속성과 수종 분포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항공사진, 수치표면모델, 수치고도모델, 사진측량, 수치지도

Abstract : This study tried to quantitatively reveal influence of land cover and vegetation on DSM generation
with statistical analysis. The forest played the most significant role in increase of elevation difference between 
DSM and DEM and the broadleaf tree forest exerted more influences on the difference than the needle leaf tree
forest and mixed stand forest did, although there were slight variations depending on the tree type. This study
suggests that low statistical relevance can be attributed to shooting problem and distortion of aerial photo, and
problem associated with change in shape or location during shooting as well as shadow region. Despite of various
causes to decrease statistical relevance, it can be suggested that results in this study directly reflected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anopy by vegetation. With more data from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characteristics of
DSM and DEM can help to extract information such as forest attribute and tree type distribution.
Key Words : Aerial photo, Digital surface model, Digital elevation model, Photogrammetry, Digita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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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낮은 중첩율과 낮은 공간 해상도로 촬영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 촬영 대상이 해빈이나 해식애처럼 나지 상태

이면 DEM과 DSM의 구분이 무의하지만, 후자는 비교적 

넓은 지역을 촬영하기 때문에 토지피복이나 기타 요인에 

의해 DEM과 DSM 사이에 고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표면 고도를 정사각형의 격자 형태로 배

열한 공간적 집합체로 정의되는 DEM은 식생이나 건물과 

같이 지표면을 나타내지 않는 물체가 없는 상태의 지표면 

고도를 의미하는데 반해, DSM은 식생이나 건물 등을 포함

한 모든 물체의 최상부 고도를 표현하며, 수치지형모델

(Digital Terrain Model)은 DEM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용

어로 하계망, 토양 특성이나 경사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형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Pike, 2003; Zhou, 

2017). 따라서 고도 정보만을 갖고 있는 DEM을 DTM의 부

분 집합으로 보기도 하지만, 고도를 이용해 다양한 지형 

정보를 산출할 수 있어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Pike, 

2003; Zhou et al., 2008; Huggett, 2011; Florinsky, 2012). 

수치지도의 경우, 등고선이 건물이나 식생의 영향이 배제

된 지표면 자체의 고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DEM이나 

DTM을 제작할 수 있지만, 최근에 제작된 수치지도의 경우 

일부 표고점이 다리나 고가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DSM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에 반해, 항공사진은 건물이

나 식생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DSM이 제작되지

만, 토지피복에 따라 DEM이나 DTM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DSM과 DEM의 고도 차이를 비교할 경우, 시

가지는 건물로 인해 DSM의 고도가 DEM의 고도보다 더 높

게 나타날 수 있지만 도로 등으로 인해 유사한 고도를 보일 

수도 있으며, 특히 산림지역의 경우 산림으로 인해 임관

(canopy)이 형성되어 임관 높이만큼 DSM의 고도가 더 높

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관 높이는 수종이나 

수령, 밀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산림지역에서 DSM

과 DEM 사이의 고도 차이는 산림의 여러 특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DSM과 DEM의 특성을 이용해 산림의 속성을 파악하려

는 연구는 일부 진행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핀란드에

서는 야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자료를 이용해 제작된 DTM과 항

공사진이나 위성영상을 이용해 제작된 DSM을 비교해 나

무의 지름, 면적, 높이 및 부피 등과 같은 산림 변수를 추정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Järnstedt et al., 2012; 

Karjalainen et al., 2012). 그러나 국내에서는 DSM과 DEM

을 이용해 산림 속성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으며, 또한 토지피복과 식생이 DSM과 DEM 사이의 고

도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도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SM 제작에 있어, 

토지피복과 식생의 영향을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정량적

으로 확인해 보고자한다.

II. 연구 방법

DSM 제작에 있어, 토지피복과 식생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25,000 불국 도엽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그림 1). 불국 도엽은 산림이 분포하고 있는 

산지가 상당히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농경지, 시가지와 

저수지 등 다양한 토지피복과 다양한 식생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엽의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 산지는 국립공원

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간에 의한 지형 변화와 식생 변화가 

적을 것으로 생각되어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지역의 토지피복은 환경부에서 제작한 1:5,000 토

지피복지도를 이용하였으며(egis.me.go.kr), 식생은 산림

청에서 제작한 1:5,000 임상도를 활용하였다(map.forest. 

go.kr). 연구 지역의 토지피복지도는 2010년 12월에 촬영

된 위성영상을 기초로 제작되었으며, 임상도의 경우 2017

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DSM 제작에 

있어 토지피복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0년에 촬영된 

항공사진과 2010년에 수정된 1:5,000 수치지도를 기초로 

각각 DSM(이하 DSM10)과 DEM(이하 DEM10)을 제작하

였으며, 가장 남서쪽에 위치한 도엽(35905010)은 2010년

에 수정된 수치지도가 없어 2009년에 수정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였다. 식생의 영향 역시 비슷한 시기에 촬영 및 수

정된 항공사진과 수치지도를 각각 활용하려 하였으나, 항

공사진의 경우 2017년에 연구 지역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

진이 존재해 2017년 DSM(이하 DSM17) 제작이 가능하지

만, 수치지도의 경우 2017년에 일부 지역만 수정되어 2017

년 DEM(이하 DEM17)은 2016년, 2017년과 2018년에 수정

된 수치지도를 활용하였다. DSM이나 정사사진(orthophoto)

을 제작할 때, 특히 외곽 지역은 추가적인 정보가 없어 오

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25,000 불국 도

엽과 그 주변을 포함하여, 1:5,000 수치지도 기준으로 총 

49개 도엽에 해당하는 지역(그림 1의 음영기복도 지역)의 

DSM과 DEM을 제작한 후, 1:25,000 불국 도엽과 동일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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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5,000 수치지도 기준 25개 도엽에 해당하는 지역

(그림 1의 안쪽 사각형)만 잘라내는 방식으로 연구 지역의 

DSM과 DEM을 제작하였다.

2010년 10월 12일에 연구 지역 일대를 촬영한 1:10,000 

축척의 항공사진 총 247매를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

랫폼(map.ngii.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DSM10과 정사

사진을 제작하였으며, DSM17과 정사사진 제작에는 2017

년 7월 27일, 9월 25일, 10월 13일, 29일, 31일에 1:7,000 축

척으로 촬영된 총 464매의 항공사진이 이용되었다. 다만 

2010년 항공사진 중, 도엽 북서쪽에 위치한 약산(272m)의 

서쪽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이 공개되지 않아, DSM이 제작

되지 않거나 이상 고도를 포함한 DSM이 제작되었으며 이

후의 통계 분석에서는 이 지역을 제외하였다(그림 2A, C 

참조). 두 시기에 촬영된 항공사진의 공간 해상도는 모두 

0.25m이며, 2010년 촬영된 항공사진의 중첩율은 x축 방향

의 경우 65% 내외, y축 방향은 40% 내외이고, 2017년 항공

사진의 x축, y축 방향 중첩율은 각각 70%, 40% 내외이다. 

DSM 제작에 필요한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은 

위치가 변하지 않은 마을 내 소로나 농로가 교차하는 지점

을 이용하였으며, Sokkia의 GNSS(Global Network Satellite 

그림 1. 연구 지역 개관. 음영기복도는 DEM10으로 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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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수신기 GRX1을 이용해 GCP의 위경도 좌표와 고

도를 측량하였다. GCP 중 일부는 오차 평가를 위한 확인

점(Control Point)으로 활용하였다. DSM과 정사사진 제작

에 이용된 GCP는 총 63개이지만, 2010년과 2017년에 촬영

된 항공사진의 범위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시기에 따라 식

생이나 차량 등으로 인해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기도 

하여, DSM10과 DSM17의 제작에 이용된 GCP는 각각 57개

와 54개이며, CP는 총 13개의 동일한 지점을 이용하였다

(그림 1). 제작 결과, DSM10, DSM17과 정사사진은 평균적

으로 1m 이하의 수평, 수직 오차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표 1). DSM과 정사사진의 제작은 Agisoft의 Metashape 

Professional을 이용하였으며, DEM과의 비교를 위해 DSM

의 공간 해상도를 10m로 조정하였고, 정사사진의 공간 해

상도는 항공사진의 공간 해상도인 0.25m로 조정하였다.

ESRI의 ArcGIS 10.3을 이용해 1:5,000 수치지도에서 등

고선, 표고점, 삼각점, 수준점과 통합기준점 등을 추출하여 

TIN(Triangular Irregular Network)을 제작한 후 이를 공간 

해상도가 10m인 DEM으로 변환하여 DEM10과 DEM17을 

각각 제작하였고, DSM에서 DEM을 빼는 방식으로 고도 차

이(difference, 이하 DIF)를 확인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25에서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을 통해 DIF에 대한 토지피복과 식생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토지피복의 경우, 토지피복지도의 대분류, 중분류와 세

분류로 구분하여 각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임상도

에서는 임상, 경급, 영급, 밀도와 수종 정보를 추출하여 각

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계 분석에서 독립 변

수가 되는 각 항목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인 유

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셀의 개수가 1만

개(1km2) 이상인 항목에 대해서만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

고, 모든 독립 변수가 명목 척도(nominal scale) 또는 서열 

척도(ordinal scale)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더미 변수

(dummy variable)로 변환한 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지역 개관

연구 지역의 북쪽과 동쪽에는 토함산(745m)을 중심으

로 고도 500~600m 이상의 산지가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

을 흐르는 북천의 최상류부는 좁은 하곡과 가파른 사면 경

사와 같은 전형적인 산지 하천의 특성을 보이고, 북천을 

따라 덕동호 및 보문호와 같은 비교적 규모가 큰 저수지가 

조성되어 있다(그림 1). 연구 지역의 중앙부에는 대략 북

서-남동 방향으로 대덕산(320m), 형제봉(290m)과 같은 

고도 300~400m 이하의 산지가 분포해 있으며, 특히 연구 

지역 남쪽 중앙부에는 고도 200m 이하의 구릉지성 산지가 

발달해 있다. 또한 연구 지역의 남서쪽에는 경주남산

(468m), 금오산(495m)과 연결되는 고도 300m 이상의 산

지가 위치해 있지만, 사면의 경사는 북쪽과 동쪽 지역에 

위치한 산지에 비해 완만하다. 연구 지역의 서쪽에서 북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남천과 남천의 지류 하천을 따라 농

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넓은 범람원을 확인할 수 있고, 토

함산(745m)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산지의 서사면을 중

심으로 남천 및 동천의 지류 하천에 의한 선상지가 여러 단 

발달해 있다. 형제봉(290m)의 서사면에도 규모는 작지만 

표 1. DSM10, DSM17과 정사사진의 오차

2010년 2017년

단위 : m x축 y축 z축 단위 : m x축 y축 z축

GCP

(n=57)

최소 0.000 0.000 0.000 

GCP

(n=54)

최소 0.000 0.000 0.000 

최대 0.003 0.006 0.002 최대 0.007 0.025 0.019 

평균 0.001 0.001 0.000 평균 0.002 0.001 0.001 

표준편차 0.001 0.001 0.000 표준편차 0.002 0.003 0.003 

RMSE 0.001 0.002 0.000 RMSE 0.002 0.004 0.003 

CP

(n=13)

최소 0.000 0.035 0.077 

CP

(n=13)

최소 0.010 0.040 0.011 

최대 0.845 1.185 1.563 최대 1.076 1.863 1.251 

평균 0.321 0.402 0.611 평균 0.334 0.450 0.498 

표준편차 0.265 0.403 0.506 표준편차 0.324 0.459 0.329 

RMSE 0.409 0.558 0.781 RMSE 0.456 0.630 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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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SM(A, E), DEM(B, F)과 DIF(C, G)의 고도 및 토지피복(D)과 수종 분포(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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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의 지류 하천에 의한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한다.

2010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이용한 DSM10은 44.1~744.8m 

범위의 고도를 나타나며, 평균 고도와 고도의 표준편차는 

각각 약 239.2m, 144.1m이다(그림 2A, 표 2). DEM10에 의

하면, 연구 지역의 고도는 45.8~744.1m로, 평균 고도는 약 

232.3m, 고도의 표준편차는 약 141.0m이며(그림 2B), 

DSM10과 DEM10의 차인 DIF10은 최소 약 -24.4m, 최대 약 

80.0m이고, 평균적으로 DSM10이 DEM10에 비해 약 6.6m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C). 전체적으로, 산림이 

위치하고 있는 산지를 중심으로 양의 DIF10을 보이는 지

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면은 0이나 음의 DIF10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보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건물로 인

해 양의 DIF10을 보이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남천 주변 지역, 일부 산지 사면과 계곡을 

중심으로 음의 DIF10을 보이는 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최

대 DIF10 지점은 보문관광단지에서 확인되는데 높이 82m

의 경주타워 때문이며, 최소 DIF10 지점은 토함산(745m)

의 동쪽에 위치한 대종천의 지류 하천 계곡에서 발견된다.

2017년에 각각 촬영 및 수정된 항공사진과 수치지도에 

기초한 DSM17과 DEM17의 고도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 예를 들어, DSM17에서 가장 낮은 지점의 고도는 약 

43.7m로 DEM17에 비해 1.3m 정도 낮으며, 가장 높은 지

점의 고도는 약 748.9m로 DEM17과는 4.8m 정도의 차이

를 나타낸다(그림 2E). DEM17은 45.0~744.1m의 고도를 

보이며, 평균 고도는 약 232.4m, 고도의 표준편차는 약 

141.0m이다(그림 2F). DIF17은 -24.7~80.1m의 범위를 나

타내, DIF10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그림 2G), 최대 

DIF17 지점은 DIF10과 마찬가지로 경주타워로 인해 발생

하였지만, 최소 DIF17 지점은 덕동호 수면에서 확인된다. 

수면의 경우, DSM에서는 고도 차이가 있는 약간 볼록한 

형태를 나타내는데 반해, DEM에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면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DIF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반영

되는데, 예를 들어 덕동호의 경우, DSM17에서는 140.3~ 

187.2m의 고도 분포를 보이는데 반해, DEM17에서는 

165.0~175.0m의 고도를 나타내, 덕동호는 최소 약 -24.7m, 

최대 약 22.2m의 DIF17을 보이고 있다. 수면의 경우, DSM 

제작시 다른 토지피복 지역과는 상이한 결과가 산출되는 

경우가 보고된 바 있으며(박충선·이광률, 2018),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서 수역은 모두 배제하였다.

고도 500~600m 이상의 산지가 위치한 연구 지역의 북쪽

과 동쪽 대부분은 산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그림 

2D), 특히 연구 지역의 북동쪽을 중심으로 활엽수림이 상

당히 넓게 분포하고 있다(그림 2H). 연구 지역의 중앙부와 

남서쪽에 위치한 산지 역시 주로 산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침엽수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남서쪽

에 위치한 산지를 중심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혼효림을 확

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혼효림은 연구 지역에서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 농업지역은 주로 남천 및 남천의 지류 하

천 주변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북천 상류부와 지류 하

천을 따라서도 상당히 연속적으로 확인된다. 골프장으로 

인해 보문관광단지의 북쪽과 남쪽을 중심으로 상당히 넓

은 초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문관광단지와 불국사관광

단지 및 인근 시가지는 대부분 시가화·건조지역으로 구

분되어 있다. 보문관광단지의 서쪽과 동쪽에 각각 위치한 

보문호와 덕동호 및 다수의 소규모 저수지들은 모두 수역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구 지역에서 습지와 나지는 각각 

2%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피복지도와 임상도에서 

특히 초지와 수역의 분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 2. DSM, DEM과 DIF의 고도

단위 : m DSM10 DEM10 DIF10

최소 44.1 45.8 -24.4

최대 744.8 744.1 80.0

평균 239.2 232.3 6.6

표준편차 144.1 141.0 6.2

단위 : m DSM17 DEM17 DIF17

최소 43.7 45.0 -24.7

최대 748.9 744.1 80.1

평균 240.4 232.4 7.9

표준편차 145.0 141.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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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결과

대분류, 중분류와 세분류 토지피복에 따른 DIF의 변화

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대분류 토지피복 중 산림지역의 

DIF 중앙값(median)이 약 9.8m로 가장 크며, 습지의 중앙

값이 약 -0.2m로 가장 작은데, 이는 산림지역이 전체적으

로 DSM의 고도가 DEM의 고도보다 상당히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습지의 경우 전체적으로 DSM의 고도가 DEM의 

고도보다 약간 낮지만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한다(그림 3A). 시가화·건조지역의 중앙값은 약 

1.3m로, 산림지역과 마찬가지로 DSM의 고도가 DEM의 

고도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지의 경

우, 중앙값이 약 1.5m로, 오히려 시가화·건조지역보다 

DEM에 비해 DSM의 고도가 더 높았다. 농업지역과 나지

의 중앙값은 각각 약 0.3m, 0.5m로, DSM과 DEM이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중분류 토지피복의 경우, 많은 항목이 1km2 이하의 면적

을 나타내지만, 교통지역, 논, 밭,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

효림, 자연초지, 인공초지, 내륙습지와 인공 나지와 같은 

항목은 1km2 이상의 면적을 보이고 있다(그림 3B). 교통

지역의 중앙값은 약 0.7m로, 최대 DIF를 보이는 지점은 건

물 옆 소로, 산지 도로와 고가 도로(그림 4A, B) 등에서 확

인되는데, 건물이나 주변 산림으로 DEM에 비해 DSM의 

고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같은 

시설물로 인해 DSM의 고도가 더 높게 나타난 지점도 있었

다. 최소 DIF 지점은 특정 도로를 따라 분포하고 있어, 

DSM의 오차나 수치지도의 등고선이 실제 고도를 반영하

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는 표고점 오류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논과 밭의 경우, 중앙값은 각각 

약 0.2m, 0.5m로 DIF가 최소인 지점은 등고선 간격이 상

당히 넓은 지역과 등고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확인되는데

(그림 4C, D), 1:5,000 수치지도의 등고선 간격인 5m 이내

에서 나타나는 고도 변화를 등고선이 반영하지 못하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DIF가 최대인 지점은 주로 산림지

역과 농업지역 경계에서 확인된다(그림 4E, F). 

활엽수림, 침엽수림과 혼효림의 중앙값은 각각 약 

10.8m, 8.9m, 9.6m로, 전체적으로 DEM에 비해 DSM의 고

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산림지역에서 최대와 

최소 DIF를 보이는 지점 중 일부는 산림지역 내에 위치한 

소규모의 다른 토지피복(그림 4G, H), 산림지역과 비산림

지역의 경계 등에서 확인되며, 또한 계곡과 같이 일부 그늘 

지역에서도 확인되는데(그림 4I, J), 항공사진 촬영 당시의 

그늘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어둡게 촬영되면서 고도가 과

대 또는 과소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산림지역의 경

우, 정사사진이 뚜렷하지 않고 여러 개의 셀이 서로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흐린 지점이 다수 확인되었으며(그

림 4K, L), 이러한 지점에서 다수의 최대와 최소 DIF를 보

이는 지점이 분포하고 있어, DSM 제작 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최대와 최소 DIF 지점 중 일부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초지의 경우, 자연초지는 약 1.9m의 중앙값을 그리고 인

공초지는 약 0.7m의 중앙값을 보인다. 자연초지와 인공초

지에서 최대 DIF는 주로 다른 토지피복과의 경계에서 확

인되어, 주변 산림과 건물 등으로 인해 고도가 과장된 것으

로 생각되며, 또한 최대 DIF를 나타내는 지점 중 일부는 초

지가 아닌 곳도 있었다(그림 4M, N). 초지에서 최소 DIF는 

잘못된 토지피복 분류와 다른 토지피복과의 경계 문제 등

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인공초지의 경우 최소 

DIF를 보이는 지점이 특정 골프장에서만 확인되는데, 골

프장의 미기복 또는 수치지도의 표고점 오류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그림 4O, P).

내륙습지의 중앙값은 약 -0.2m이며, 최대 DIF를 보이는 

지점은 대부분 산림지역이나 교통지역(주로 도로) 경계를 

따라 분포하고 있고(그림 4Q, R), 최소 DIF 지점은 DSM 제

작 과정상의 문제, 다른 토지피복과의 경계 문제 그리고 잘

못된 토지피복 분류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인공 

나지의 중앙값은 약 0.6m로, 최대와 최소 DIF는 인공 나지 

내 건물, 복토나 터파기(그림 4S, T) 때문이며, 일부는 인접

한 산림지역과 건물로 인해 발생하였다.

세분류 토지피복 역시 대부분의 항목이 1km2 이하의 면

적을 나타내지만, 도로, 경지정리가 된 논, 경지정리가 안 

된 논, 경지정리가 안 된 밭,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자연초지, 골프장, 기타 초지, 내륙습지 및 기타 나지와 같

은 항목은 1km2 이상의 면적을 보이고 있다(그림 3C). 그

러나 더 이상 세분되지 않거나 특정 항목이 절대 다수를 차

지해, 도로, 경지정리가 안 된 밭,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

효림, 자연초지, 내륙습지 및 기타 나지와 같은 세분류 토

지피복 항목은 각각 중분류 토지피복 항목 중, 교통지역, 

밭,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자연초지, 내륙습지 및 

인공 나지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양상을 나타낸다. 중분류

와 세분류 토지피복이 차이를 보이는 항목 중, 경지정리가 

된 논과 경지정리가 안 된 논은 각각 약 0.1m, 0.4m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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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분류(A), 중분류(B)와 세분류(C) 토지피복에 따른 DIF 변화. 이탤릭체는 분포 면적이 1km2 이하인 항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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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대, 최소 DIF 사례 지역. A~T는 토지피복(음영)을 의미하며, U~X는 수종 분포를 나타냄. DIF 범례는 그림 2와 동일하며, 

각 그림의 가로와 세로는 200m임



박충선⋅이광률

- 34 -

값을 그리고 골프장과 기타 초지는 각각 약 -0.2m, 1.2m의 

중앙값을 나타낸다.

회귀 분석 결과, 회귀식과 각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01)에서 대분류 토지피복의 경우, 시가화·

건조지역, 산림지역과 초지 등은 양의 계수를 나타내 전체

적으로 DIF를 증가시키며, 농업지역, 습지 및 나지는 음의 

계수를 나타내 DIF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또한 산림지역의 표준화 계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산림지

역이 DIF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

분류 토지피복에서도 활엽수림, 침엽수림과 혼효림 및 자

연초지 등은 모두 양의 계수를 그리고 이외는 모두 음의 계

수를 나타내, 활엽수림, 침엽수림 및 혼효림과 같은 산림

지역과 더불어 자연초지는 DIF를 증가시키고 이외는 모두 

DIF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엽수림, 침엽수

림과 혼효림의 표준화 계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에, DIF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

며, 또한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의 순으로 표준화 계

수가 감소하고 있어, 활엽수림이 DIF 증가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혼효림의 중앙값과 비

표준화 계수는 침엽수림보다 크지만, 표준화 계수는 오히

려 침엽수림이 더 커 혼효림에 비해서는 침엽수림이 DIF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분류 토

지피복의 경우, 계수 자체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적으로 중분류 토지피복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침엽

수림보다는 활엽수림이 DIF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지피복의 상관 계수(R2)는 0.47~ 

0.48로, 이는 DIF 변화 중 50% 정도는 토지피복으로 설명 

가능함을 의미한다.

임상도에서 추출한 임상, 경급, 영급, 밀도와 수종에 따

른 DIF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5), 우선 임상의 경우, 죽림

은 1km2 이하의 면적을 나타내고, 침엽수림, 활엽수림과 

혼효림의 중앙값은 각각 약 10.7m, 13.7m, 12.3m로, 토지

피복과 마찬가지로 침엽수림, 혼효림, 활엽수림의 순으로 

중앙값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5A). 경급의 경우, 소경목, 

중경목과 대경목만이 1km2 이상의 면적을 보이고, 경급이 

증가할수록 중앙값 역시 증가하지만 대경목의 경우 중경

목(약 12.7m)보다 약간 작은 약 12.5m의 중앙값을 나타낸

다(그림 5B). 영급은 1영급과 7영급이 1km2 이하의 면적

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영급이 증가할수록 중앙값 역시 증

가하지만 6영급(약 12.0m)의 경우 4영급(약 12.4m)보다 

약간 작은 중앙값을 보이고 있다(그림 5C). 밀도에서는 중

과 밀만이 1km2 이상의 면적을 나타내며, 밀도 증가에 따

라 DIF 중앙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5D).

수종의 경우, 침엽수 중 소나무,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및 곰솔과 같은 소나무류, 활엽수 중 상수리나무, 신갈나

무, 굴참나무 및 기타 참나무류와 같은 참나무류 그리고 

기타 활엽수가 1km2 이상의 면적을 나타내며, 혼효림도 

1km2 이상의 면적을 보이고 있다(그림 5E). 소나무류의 중

앙값은 9.7~11.7m인데 반해, 참나무류의 경우 이보다 약

간 더 큰 12.8~14.5m의 중앙값을 그리고 기타 활엽수는 약 

13.2m의 중앙값을 나타내, 임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

체적으로 침엽수에 비해 활엽수의 DSM이 DEM에 비해 고

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혼효림은 중간 정

도인 약 12.3m의 중앙값을 보이고 있다. 임상도에서 최대

와 최소 DIF를 보이는 지점은 전술한 토지피복의 산림지

역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산림지역 내 소

규모의 비산림지역, 산림지역과 비산림지역과의 경계 그

리고 그늘 지역 등에서 최대와 최소 DIF를 보이는 지점이 

확인되며, 또한 DSM 제작 과정상의 문제로 인한 지점도 

확인되었다(그림 4U~X).

회귀 분석 결과, 임상도에서 추출한 임상, 경급, 영급, 밀

도와 수종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p＜0.001)에서 

모두 양의 계수를 나타내, DIF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확

인되었으며, 전술한 토지피복과 DIF 중앙값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침엽수림보다는 활엽수림의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화 계수가 더 커 DIF 증가에 활엽수림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 다만 토지피복에서 확인

한 것처럼, 혼효림의 DIF 중앙값과 비표준화 계수는 침엽

수림보다 크지만, 표준화 계수의 경우 오히려 침엽수림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혼효림보다는 침엽수림이 DIF 증가

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급의 경우,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의 순으로 비표준화 계수가 증가하

지만 중경목의 표준화 계수가 가장 커, 소경목과 대경목보

다는 중경목이 DIF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급은 일정 수준까지는 영급의 증가에 따라 

DIF 증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증가하지만, 이후에는 오히

려 그 영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밀도는 밀이 

중에 비해 DIF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침엽

수보다는 활엽수의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화 계수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전술한 임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활엽

수가 DIF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활엽수 중 기타 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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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다중 회귀 분석 결과

모형 계수

R2 유의확률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대분류

토지피복
0.467 0.000

시가화·건조지역 1.269 0.029 0.042 44.426 0.000

농업지역 -0.540 0.025 -0.031 -21.975 0.000

산림지역 8.975 0.023 0.701 387.589 0.000

초지 1.309 0.025 0.068 52.277 0.000

습지 -0.854 0.036 -0.018 -23.618 0.000

나지 -0.229 0.035 -0.005 -6.458 0.000

중분류

토지피복
0.478 0.000

교통지역 -0.768 0.027 -0.021 -28.970 0.000

논 -1.817 0.020 -0.091 -91.030 0.000

밭 -1.414 0.025 -0.043 -56.328 0.000

활엽수림 8.592 0.018 0.652 482.276 0.000

침엽수림 6.949 0.018 0.478 381.123 0.000

혼효림 7.581 0.022 0.298 345.542 0.000

자연초지 0.667 0.021 0.029 31.878 0.000

인공초지 -0.791 0.025 -0.024 -31.706 0.000

내륙습지 -1.958 0.032 -0.040 -60.326 0.000

인공 나지 -1.284 0.032 -0.027 -40.029 0.000

세분류

토지피복
0.479 0.000

도로 -0.678 0.026 -0.019 -26.033 0.000

경지정리가 된 논 -1.915 0.022 -0.068 -85.499 0.000

경지정리가 안 된 논 -1.572 0.022 -0.059 -72.394 0.000

경지정리가 된 밭 -1.336 0.025 -0.039 -53.565 0.000

활엽수림 8.676 0.017 0.659 514.044 0.000

침엽수림 7.033 0.017 0.484 406.129 0.000

혼효림 7.666 0.021 0.301 361.914 0.000

자연초지 0.752 0.020 0.033 37.325 0.000

골프장 -2.100 0.037 -0.036 -57.000 0.000

기타 초지 -0.101 0.028 -0.002 -3.574 0.000

내륙습지 -1.874 0.032 -0.039 -58.673 0.000

기타 나지 -1.189 0.032 -0.025 -37.431 0.000

임상 0.579 0.000

침엽수림 9.757 0.010 0.563 971.361 0.000

활엽수림 12.598 0.009 0.800 1372.905 0.000

혼효림 11.201 0.016 0.381 700.494 0.000

경급 0.566 0.000

소경목 10.567 0.011 0.570 980.015 0.000

중경목 11.779 0.009 0.787 1347.431 0.000

대경목 11.836 0.032 0.199 373.922 0.000

영급 0.569 0.000

2영급 8.232 0.028 0.154 289.384 0.000

3영급 10.974 0.011 0.555 965.170 0.000

4영급 11.471 0.009 0.734 1248.549 0.000

5영급 12.511 0.014 0.503 900.325 0.000

6영급 11.164 0.048 0.123 233.595 0.000

밀도 0.566 0.000
중 8.598 0.021 0.222 410.181 0.000

밀 11.540 0.008 0.772 1426.584 0.000

수종 0.564 0.000

소나무 9.465 0.012 0.466 810.103 0.000

잣나무 10.440 0.026 0.216 401.541 0.000

리기다소나무 9.746 0.025 0.208 387.461 0.000

곰솔 8.324 0.025 0.177 329.210 0.000

상수리나무 11.281 0.038 0.160 300.621 0.000

신갈나무 12.398 0.027 0.244 454.907 0.000

굴참나무 12.681 0.018 0.389 709.616 0.000

기타참나무류 13.177 0.014 0.519 926.083 0.000

기타활엽수 11.812 0.012 0.561 978.587 0.000

혼효림 10.966 0.016 0.373 675.09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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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임상(A), 경급(B), 영급(C), 밀도(D)와 수종(E)에 따른 DIF 변화. 이탤릭체는 분포 면적이 1km2 이하인 항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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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가장 큰 영향을 그리고 기타 참나무류가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소나무도 상당히 큰 

계수를 보이고 있다. 임상, 경급, 영급, 밀도와 수종의 상관 

계수는 토지피복보다 약간 더 큰 0.56~0.58이며, 따라서 

토지피복보다는 임상, 경급, 영급, 밀도와 수종 등이 DIF 

변화를 보다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V. 토론

앞선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특정 산림지역이 다른 산림지역에 비해 DIF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활엽수림이 침엽

수림에 비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공간 해상도가 0.25m인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10m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 DSM을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활엽수

의 넓은 잎으로 인해 DSM에서 활엽수림의 임관은 잘 반영

되는 반면, 침엽수림은 가는 잎으로 인해 임관이 잘 반영되

지 않아, 활엽수림과 침엽수림 사이에 고도 차이가 발생했

을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DIF는 식생에 따

른 임관의 형태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의 통계적인 관련, 즉 

상관 계수가 임상도에서 추출한 임상에서 약 0.58로 가장 

큰데, 이러한 상관 계수는 DIF 분포에 있어 60% 정도만을 

임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통계적인 관련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산림지역에서는 DSM의 고도가 DEM의 고도보다 더 높

게 나타나야 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로 DEM의 고도

가 DSM의 고도보다 높아 결론적으로 음의 DIF를 보이는 

지점도 확인되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결국 이러한 이유로 통계적인 관련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특히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정사사진

에서 여러 개의 셀이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정사사진

이 분명하지 않고 흐린 지점이 다수 발견되며, 이러한 지

역을 중심으로 최대와 최소 DIF를 보이는 지점이 분포하

고 있다. 또한 계곡과 같이 그늘 지역에서도 최대와 최소 

DIF 지점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DSM 제작 과정상

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항공사진 촬영 

문제나 항공사진의 왜곡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러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항공사진 촬영 당시 형태나 위

치 등이 바뀌는 경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 그림 6

을 예로 들어 보면, 기반암이 노출된 지역과 그 북서쪽으

로 음의 DIF를 보이는 지점이 분포하고 있으며, 기반암이 

노출된 지역과 그 주변을 중심으로 정사사진이 분명하지 

않고 흐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6A, B). 이러한 현상

은 이 지역을 촬영한 총 6장의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기

반암 노출 지역의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

로 생각된다(그림 6D~I). 즉 동일한 지역을 중복 촬영하는 

과정에서 촬영 각도에 따라 형태가 달리 보이고, 또한 중복 

촬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그 시간 동안 형태

나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된 고도를 포함하고 있

는 DSM이 제작되어 실제의 고도보다 DSM에서의 고도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늘 지역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어둡게 촬영되면서 그리고 촬영 각도나 

촬영 시간에 따라 그늘 지역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일부 건

물에서도 정사사진이 흐리거나 건물의 형태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결국 건물로 인한 그늘과 더불

어 항공사진 촬영 문제로 생각된다. 한편 산림지역의 DSM 

기반 음영기복도를 살펴보면, 좁은 지역에서 상당한 고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사사진에서 그러한 고도 변화

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도 있었지만, 그러한 고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그림 6C). 이 역시 

DSM 제작 과정상의 문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항공사진 촬영 문제, 항공사진

의 왜곡 그리고 촬영하는 동안 형태나 위치가 변화하여, 

실제의 고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된 DSM이 제작되어 통계적인 관련을 낮추게 된 것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Baltsavias et al. 

(2008)은 DSM 제작에 있어, 물체의 질감(texture)이 부족

하거나 없을 때, 물체의 불연속성이 뚜렷할 때, 물체에 평

면이 없을 때, 물체가 반복적일 때, 물체가 막혀 있을 때, 그

늘을 포함하여 물체가 움직일 때 그리고 물체가 여러 층을 

이루고 있거나 투명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산

림지역의 경우 나무에 잎이 없을 때 이러한 문제가 더 커진

다고 하였다.

최대와 최소 DIF를 보이는 지점이 연구 지역 중 특정 지

역이나 토지피복이나 임상도의 경계에 집중되어 있는 경

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GCP의 부재나 부족으로 인해 

DSM의 오차가 커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DSM10과 DSM17 모두 평균적으로 1m 이하의 



박충선⋅이광률

- 38 -

수평, 수직 오차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이보다 큰 

오차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위치가 변하지 않은 마을 내 

소로나 농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GCP로 이용하다보니, 산

림지역에서는 GCP를 설정할 수가 없어, 그 주변으로 GCP

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산림지역은 GCP 자체가 부족하거

나 없어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토지피복이나 

임상도의 경계가 약간 어긋나면서 특정 지역이나 경계 지

역을 중심으로 최대와 최소 DIF를 보이는 지점이 분포하

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통계적인 관련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잘못된 토지피복이나 임상도 분류, 

수치지도의 등고선 간격이 반영하지 못하는 고도 변화와 

수치지도 자체의 오류 등도 통계적인 관련을 낮추는데 영

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촬영되는 

항공사진의 특성상 촬영되는 각도에 따라 그 경계가 약간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이 역시 통계적인 관련을 낮추

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 토지피복과 식생

이 DSM 제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분류, 

중분류와 세분류로 구분해 토지피복에 따른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대분류 토지피복의 경우 시가화·건조지역, 산림

그림 6. 오류 지역의 DIF(A), 정사사진(B), 음영기복도(C)와 항공사진(D~I). A~C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100m이며, D~I는 동일한 

임의의 축척임. DIF 범례는 그림 2와 동일하며, 모든 항공사진은 2017년 7월 27일에 촬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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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초지 등은 DIF를 증가시켰고, 농업지역, 습지와 나

지는 DIF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대분류 토지

피복 중 산림지역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분류 토지피복에서는 활엽수림, 침엽수림 및 혼효림과 

같은 산림지역과 자연초지 등은 DIF를 증가시키는데 그리

고 교통지역, 논, 밭, 인공초지, 내륙습지와 인공 나지 등은 

DIF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중분류 토지피복 

중 활엽수림의 영향이 가장 크고, 침엽수림, 혼효림의 순

으로 영향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세분류 토지피복

의 경우, 대체로 중분류 토지피복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임상도에서 추출한 임상에서도 토지피복과 마찬가지

로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의 순으로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급, 영급과 밀도의 경우 등급의 

증가에 따라 대체로 DIF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활엽

수의 영향이 침엽수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피

복은 0.47~0.48의 상관 계수를 그리고 식생은 이보다 약간 

큰 0.56~0.58의 상관 계수를 보였으며, 이 중 임상의 통계

적인 관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진의 촬영 문제, 왜곡, 촬영 당시 형태나 위치가 

변하는 문제 그리고 그늘 지역 등이 통계적인 관련을 낮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며, GCP의 부재나 부족으로 인한 오

차 증가와 더불어 잘못된 토지피복이나 임상도 분류, 수치

지도 자체의 한계나 오류 그리고 항공사진 자체의 특성 등

도 통계적인 관련을 낮추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러 원인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

로 활엽수림이 침엽수림이나 혼효림에 비해 더 큰 DIF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식생에 따른 임관의 형태적 특성을 반

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수종이 1km2 이하의 면적을 보

여, 침엽수 중에서는 소나무류, 활엽수 중에서는 참나무류 

등과 같은 수종의 영향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추후 본 연구

와 같은 통계적인 자료가 충분히 축적된다면 DSM과 DEM 

특성을 통해 산림 속성을 파악하거나, 수종 분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상당히 저비용으로 비교적 넓은 

지역의 산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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