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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reports the geolocation accuracy of KOMPSAT-3 imagery. KOMPSAT-3 was
launched successfully on May 18, 2012 and has been released last March. In this paper, we have checked
the geolocation accuracy of initial sensor model, precise sensor model and stereo-and multi-image model
using four KOMPSAT-3 images covering the same area. The KOMPSAT-3 images without GCPs
provided the geolocation accuracy of about 30m and the geocorrected KOMPSAT-3 images provided the
geolocation accuracy of about 1m or less. KOMPSAT-3 stereo- and multi-images models yield three-
dimensional points with sub-meter accuracy in horizontal and vertical direction. Overall, KOMPSAT-3
showed much improved performance in terms of the geolocation accuracy over KOMPSAT-2.
KOMPSAT-3 is expected to be able to replace foreign satellite data with sub-meter accuracy level for
achieving accurate geometr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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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논문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3호(KOMPSAT-3) 영상의 기하정확도에 대해 보고한다.

KOMPSAT 3호는 2012년 5월 18일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지난 3월부터 상용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동일 지역을 촬영한 4장의 KOMPSAT-3 영상을 이용하여 초기센서모델, 정밀센서모델, 스테레오

및 다중영상모델의 위치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KOMPSAT-3 단일영상은 기준점 없이 30 m 내외의

위치 정확도를 제공하며, 기준점으로부터 정밀 기하 보정된 KOMPSAT-3 영상은 1 m 또는 그 이내의 위치

정확도를 제공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KOMPSAT-3 스테레오 영상 및 다중 영상으로부터 취득한 3차

원 위치 좌표는 서브미터급 수평·수직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KOMPSAT-3 영상은 KOMPSAT-

2 영상에 비해 훨씬 개선된 기하학적 성능을 보여주며 향후 정밀 위치정보 취득을 위해 서브미터급 국외 위

성자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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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9년 다목적 실용위성 1호, 2006년 다목적 실용위

성 2호에 이어 지난 2012년 5월 18일 다목적 실용위성 3

호(KOMPSAT-3)가 발사되었다. KOMPSAT-3는 70 cm

해상도를 갖는 광학관측 카메라를 탑재한 지구 저궤도

용 위성으로 국내에서는 최초이며 세계에서도 4번째로

서브미터급 해상도와 기동성능을 갖춘 위성이다 .

KOMPSAT-3 영상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국내·외에

상용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향후 7년간 운용될 계획으

로 재해재난관리, 국토 관리, 환경·기상 분야에 활용

등 국가 영상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성영상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중 수

치표고모델, 지도제작 등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결과물

의 정확도 및 정밀도는 영상의 기하정확도에 기반하여

결정된다. 영상의 기하정확도 분석 결과는 영상으로부

터 취득 가능한 위치정확도를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부터 구축 가능한 다양한 데이

터의 기하학적 품질 등을 직·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

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하다.

이처럼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기하정확도 분석은 매

우 중요한 작업으로 새로운 위성영상이 상용화될 때마

다주요연구주제로다루어져왔다. IKONOS 영상을시

작으로 QuickBird, SPOT-5 등 다양한 고해상도 위성영

상의 기하정확도 분석이 수행되어 왔으며(Büyüksalih et

al., 2005; Dial et al., 2003; Noguchi et al., 2004), 최근에는

서브미터급 공간해상도를 갖는WorldView, Geoeye 등의

위성영상으로부터 1 m 이내의 수평·수직 정확도를 갖

는 위치결정이 가능함이 보고되었다(Aguilar et al., 2013;

Fraser et al., 2009). 국내 KOMPSAT 영상의 경우 1호는

6.6 m 공간 해상도로 4 ~ 5 m 정도의 위치 결정이 가능함

이 보고되었으며(Im et al., 2002), 2호의 경우 1 m급 위성

영상으로 1 ~ 2 m 정도의 수평·수직 정확도를 갖는 3차

원 위치 정보를 산출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Jeong

and Kim, 2009; Rhee et al., 2011). 이번KOMPSAT 3호의

경우 70cm의 공간해상도를 갖는 고해상도 위성으로 최

근 보급되는 해외 상용위성영상과 비견될만한 수준의

서브미터급 위치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KOMPSAT-3 영상의 기하정확도에 대

해 보고하고자 한다. 먼저 KOMPSAT-3 센서에서 제공

하는 초기 위치 정확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준점으로부터 정밀 센서모델이 수립된 3호 영상의 위

치정확도에대해분석하였다. 이어서, 동일한지역을촬

영한 3호 영상들을 이용하여 스테레오 및 다중영상 모

델을 수립하고 3호 영상으로부터 취득 가능한 3차원 위

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실험결

과를 KOMPSAT-2 기하정확도 분석 결과와 비교함으로

써 KOMPSAT-2에 비교하여 개선된 KOMPSAT-3 영상

의 기하정확도 향상 정도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새롭게 상용화된 다목적 실용위성 3호의 활용에

기대하는 많은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실험자료 및 센서모델방법

본 논문에서는 KOMPSAT-3 영상의 기하정확도 분석

을위해스페인테라사지역을촬영한 4장의KOMPSAT-

3 영상을 사용하였다. Fig. 1과 Table 1에는 실험에 사용

한 영상과 그 속성을 각각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 확인

할수있듯이KOMPSAT-3 영상의경우 along-track, a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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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KOMPSAT-3 images used.



-track 방향으로각각 80 ~ 90 cm 정도의Ground Sampling

Distance(GSD)를 나타내며 서브미터급 공간해상도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KOMPSAT-3 영상의 센서모델수립 및

기하정확도 평가를 위해 실험영역 내의 기준점을 취득

하였다. 단일영상의 위치정확도뿐만 아니라, 스테레오

및 다중 영상 모델의 3차원 정확도 또한 평가하기 위해

4장의 KOMPSAT-3 영상이 모두 포함하는 영역을 실험

영역으로 선정하였다. 기준점 취득을 위해 실험영역과

동일한 지역을 포함하는 1 m LiDAR 자료를 활용하였

다. 해당 LIDAR 자료는 항공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0.3 점밀도로 취득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추출한 고도

자료로써 International Society for Photogrammetry and

Remote Sensing (ISPRS) Working Group I/4 에서WorldView-

1 등 고해상도 영상의 정밀DSM 생성 정확도 검증을 위

한 참값자료로 제공한 데이터이다. 보다 정밀한 기준점

취득을 위해 영상과 LiDAR 자료간에 확연하게 식별이

되는 지점만을 선정하였으며, 총 38개의 기준점을 취득

하였다. Fig. 2에 4장의KOMPSAT-3 영상이 포함하는 실

험영역과 기준점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취득한 기준점

은 12개의 모델점(Model points)과 26개의 검사점(Check

points)으 로 구 분 하 였 다 . 모 델 점 만 을 이 용 하 여

KOMPSAT-3 영상의 센서모델수립을 수립하였으며, 검

사점만을 이용하여 센서모델이 수립된 KOMPSAT-3 영

상의 기하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KOMPSAT-3 영상의 센서모델수립을

위해 rational function model(RFM) 방식을 사용하였다.

초기모델 위치정확도 평가를 위해서 센서에서 제공하

는초기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s (RPCs) 를이용하

였으며, 정밀모델 위치 정확도 평가를 위해서 모델 기준

점을 이용하여 초기 RPC를 업데이트하였다. RPC 업데

이트를 위해서는 아래 수식과 같이 affine model이 적용

된 RFM 방식을 사용하였다(Grodecki and Dial, 2003).

             Δp = a0 + ac·Column + ar·Ro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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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ages and GCPs distribution

Table 1. The properties of KOMPSAT-3 images used
Scene-1 Scene-2 Scene-3 Scene-4

Satellite KOMPSAT-3
Product Level Level1R
Spectral Mode PAN
Focal Length 8.562 m
Bit Per Pixel 13
Orbit Direction Ascending Orbit
Orbit Number 3856 3856 3958 4119
Acquisition date 5 Feb 2013 5 Feb 2013 12 Feb 2013 23 Feb 2013
GSD(col/row) 0.89 m/0.87 m 0.91 m/0.90 m 0.83 m/0.77 m 0.94 m/0.81 m
Image Size 24060×18416 24060×17832 24060×20796 24060×19736
Scene Center

(Latitude/Longitude)
41.54689778 /
2.03061757

41.58577048/
2.01968680

41.59166878/
1.88765657

41.59445800/
2.01722692

Tilting Pitch Angle 19.847° -20.164° -0.150° -0.150°
Satellite Altitude 695.912 km 697.496 km 699.223 km 700.778 km



              Δr = b0 + bc·Column+ br·Row               (2)

수식에서 a0, ac, ar, b0, bc, br 은 최소제곱에 의해 계산되

는 미지변수를 나타내며, Δp 과 Δr 은 각각 column, row

방향으로 조정된 값을 나타낸다.

3. KOMPSAT-3 영상 기하정확도 분석

1) 초기모델 정확도 분석

KOMPSAT-3 영상의초기위치정확도에대해분석을

위해, 센서에서 제공하는 RPC 파일만을 이용하여 초기

센서모델을수립하고위치오차를분석하였다. 초기센서

모델 수립의 경우 모델 수립을 위해 기준점을 필요로 하

지 않기 때문에 취득한 38개의 기준점 모두를 위치 오차

평가를위한검사점으로활용하였다. Fig 3에초기센서모

델이 수립된 KOMPSAT-3 영상들의 위치 오차를 표시하

였으며, Table 2 에정량적인분석결과를나타내었다.

Fig. 3의 경우 오차의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영상 면적

에 대비하여 오차의 scale을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결과

를 확인해 보면 KOMPSAT-3 영상 내의 위치 오차들의

크기와 방향성이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KOMPSAT-3 센서에서 제공하는 초기 위치 정확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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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llustrations of geolocation errors of KOMPSAT-3 images with only RPC.

Table 2. The geolocation accuracy of KOMPSAT-3 images with only RPC
Initial Model Accuracy (RMSE)

image space (pixel) object space (meter)
column row overall x y overall

Scene-1 46.61 9.61 47.59 37.29 21.75 43.17
Scene-2 26.45 4.25 26.79 23.15 4.40 23.57
Scene-3 29.29 2.21 29.37 24.10 4.98 24.61
Scene-4 34.74 4.16 34.99 32.47 2.67 32.58



인해 보면 cross-track 방향에 비해 along-track 방향으로

오차가 크게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상간의 차

이는 존재하나 대략적으로 30 m 내외의 위치 오차를 보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OMPSAT-2 영상의 초기

위치 정확도 요구사항이 80 m 인 것을 감안하면

KOMPSAT-3 영상의 초기 위치 정확도에 큰 향상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KOMPSAT-2 영상과의 정

확도 비교는 4장에서 자세히 기술된다.

2) 정밀모델 정확도 분석

이번에는 기준점을 이용하여 정밀 기하 보정된

KOMPSAT-3 영상의 위치 정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12개 의 모 델 점 을 이 용 , 초 기 RPC를 갱 신 하 여

KOMPSAT-3 영상의 정밀 센서모델을 수립하고 모델 수

립에 사용하지 않은 26개의 검사점을 사용하여 기하보

정된 KOMPSAT-3 영상의 위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Table 3과 Table 4에 모델점 오차와 검사점 오차를 구분

하여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3에는 3차

원좌표를기하보정된KOMPSAT-3 영상내의좌표로투

영시켰을 경우 산출된 픽셀 오차를 RMSE로 나타내었

으며, Table 4에는 기하보정된 KOMPSAT-3 영상좌표로

부터 추정된 수평 위치의 오차를 RMSE로 나타내었다.

정밀 기하보정된KOMPSAT-3 단일영상의 경우 영상 내

에서 1pixel 정도의 오차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공간 상에서 1m 혹은 그 이내 수평 위치 오차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3차원 위치 정확도 분석

이번에는 KOMPSAT-3 영상으로부터 산출된 3차원

위치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4장의 KOMPSAT-3 영상

중 먼저 2장의 영상만을 이용하여 스테레오 모델을 수

립하고 3차원 위치를 산출하였으며, 이어서 3장 이상을

이용한 다중영상 모델을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3차원 위

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결과는 기준점과 비교하여

RMSE로 산출하여 나타내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델 수립시에는12개의 모델점만을 이용하였으며 3차

원 위치 정확도 분석을 위해서는 모델에 수립되지 않은

26개의 검사점을 이용하였다.

스테레오 모델 정확도의 경우, 스테레오 조합에 따라

convergence angle 등 스테레오 기하학 요소들이 달라지

며, 이러한 스테레오 기하학 요소들이 3차원 위치 정확

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table 내에서 영상조합

에따라3차원위치정확도간에다소차이가나타나는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 m 혹은 그 이내

의 수평·수직 정확도를 가지며 매우 정밀한 3차원 위

치 결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스테레오 모델의 경

우 X 방향으로 0.5 ~ 1 m, Y 방향으로 0.5 m 내외, Z 방향

으로 1 m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3차원 위치가 결정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장 이상으로 구성한 다중영

상 모델의 경우 X 방향으로 0.6 ~ 0.7 m, Y 방향으로 0.5

m 이내, Z 방향으로 0.5 ~ 1 m 정도로 보다 정밀한 수

평·수직 오차를 보여주었다. 특히 4장을 모두 이용한

경우 수평으로 0.73 cm 수직으로 0.71 m의 RMSE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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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pixel accuracy of the geocorrected KOMPSAT-3 images with GCPs
Model Point Accuracy (RMSE) Check Point Accuracy (RMSE)

column row overall column row overall
Scene-1 0.83 0.71 1.09 0.68 0.76 1.02
Scene-2 0.88 0.66 1.10 0.67 0.71 0.98
Scene-3 0.96 0.89 1.31 1.28 0.92 1.58
Scene-4 0.93 0.55 1.08 0.90 1.06 1.39

Table 4. The geolocation accuracy of the geocorrected KOMPSAT-3 images with GCPs
Model Point Accuracy (RMSE) Check Point Accuracy (RMSE)

X Y Overall X Y Overall
Scene-1 0.69 m 0.68 m 0.97 m 0.58 m 0.68 m 0.89 m
Scene-2 0.79 m 0.58 m 0.98 m 0.62 m 0.62 m 0.88 m
Scene-3 0.71 m 0.78 m 1.05 m 1.07 m 0.71 m 1.29 m
Scene-4 0.84 m 0.50 m 0.98 m 0.81 m 0.89 m 1.20 m



는 가장 높은 3차원 위치 결정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실

험 결과는 KOMPSAT-3 스테레오 및 다중영상으로부터

서브미터급 수평·수직 정확도를 갖는 매우 정밀한 3차

원 위치 결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선행연구에

서 보고된 KOMPSAT-2 영상의 3차원 위치 정확도에 비

해 훨씬 향상된 정확도로 실제 KOMPSAT-2 영상의 정

확도와 비교 결과는 다음 절에서 기술된다.

4. KOMPSAT-2 영상과의 기하정확도

비교

본 논문에서는 KOMPSAT-3 영상의 기하정확도 실험

결과를 KOMPSAT-2 영상의 기하정확도 분석결과와 비

교하였다. 비교결과는KOMPSAT-2 영상에 비해 개선된

KOMPSAT-3 영상의 기하정확도 향상 정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KOMPSAT-2 영상의 기하정확도 평가를 위해 대전지

역을 촬영한 4장의 KOMPSAT-2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KOMPSAT-2 영상의 기하정확도 평

가 및 DEM 생성 실험을 위해 사용된 실험 자료임을 밝

힌다(Rhee et al., 2011). KOMPSAT-2 영상의 경우도 마찬

가지로 동일한 RFM 방식으로 센서모델을 수립하였으

며, 초기센서모델 정확도, 정밀센서모델 정확도, 스테레

오 모델 및 다중 영상 모델의 3차원 위치 정확도 등을 산

출하였다. KOMPSAT-2 영상의 경우 총 37개의 기준점

을 사용하였으며, 16개의 모델점과 21개의 검사점으로

나누었다. Table 6과Table7에KOMPSAT-3와KOMPSAT-

2 영상의 위치정확도를 비교하였다. Table 6에는 단일영

상의 초기모델 및 정밀모델의 수평 위치 정확도를 비교

하여 나타내었으며, Table 7에는 스테레오 및 다중영상

모델의 3차원 위치 정확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모

두m단위의 RMSE로 산출하여 나타내었다.

KOMPSAT-2 영상의 초기위치 정확도에 대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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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3D Geopositioning accuracy of KOMPSAT-3 stereo- and multi-images
X Y Z

Stereo Model

Scene-1 + 2 0.72 m 0.37 m 1.18 m
Scene-1 + 3 0.70 m 0.60 m 0.93 m
Scene-1 + 4 0.69 m 0.58 m 1.15 m
Scene-2 + 3 0.76 m 0.56 m 0.79 m
Scene-2 + 4 0.94 m 0.80 m 1.81 m
Scene-3 + 4 0.66 m 0.41 m 1.36 m

Multi-images Model

Scene-1 + 2 + 3 0.65 m 0.39 m 0.73 m
Scene-1 + 2 + 4 0.70 m 0.44 m 1.08 m
Scene-1 + 3 + 4 0.65 m 0.45 m 0.95 m
Scene-2 + 3 + 4 0.71 m 0.50 m 0.86 m
Scene-1 + 2 + 3 + 4 0.62 m 0.38 m 0.71 m

Table 6. Comparison between the geolocation accuracies of KOMPSAT-2 and KOMPSAT-3 single images
Image with only RPC The geocorrected images
X Y X Y

KOMPSAT-2

Scene-1 4.09 m 81.57 m 1.33 m 1.32 m
Scene-2 31.71 m 10.76 m 1.19 m 0.96 m
Scene-3 15.20 m 55.40 m 1.15 m 0.95 m
Scene-4 15.60 m 78.04 m 1.14 m 1.21 m

KOMPSAT-3

Scene-1 37.20 m 22.17 m 0.58 m 0.68 m
Scene-2 24.09 m 4.78 m 0.62 m 0.62 m
Scene-3 25.30 m 4.95 m 1.07 m 0.71 m
Scene-4 33.93 m 2.50 m 0.81 m 0.89 m



면, Scene에따라차이가나타나나수평방향으로적게는

40 m, 크게는 80 m 이상의 위치 오차를 보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KOMPSAT-2 영상의 경우 초기위치 정

확도 요구사항이 80 m 이며, 선행 연구에서도 실제

KOMPSAT-2 영상의 초기 위치 정확도가 50 ~ 70 m 정도

로 보고된 바 있다(Jeong and Kim, 2009; Seo et al., 2013).

이에비해본논문에서보고하는KOMPSAT-3 영상의경

우 적게는 20 ~ 30 m 크게는 30 ~ 40 m의 위치 오차를 보

여주었으며 KOMPSAT-2에 비해 초기위치 정확도에 큰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하보정된 KOMPSAT-3 영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KOMPSAT-2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정확도를 보여주었

다. 기하보정된KOMPSAT-2 영상의 경우 X, Y 방향으로

각각 1 ~ 1.5 m 정도의정확도를보이는반면, KOMPSAT-

3 영상의 경우 0.5 ~ 1.0 m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3차원 위치 결정 정확도의 경우 스테레오 모델 및 다

중영상 모델 수립이 필요한데, 조합되는 영상에 따라 구

성되는 기하학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

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KOMPSAT-2 조합의

경우 센서간 convergence angle이 너무 작아 스테레오 및

다중영상 모델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특히 scene-3과 scene-4의 조합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위

치 오차가 매우 크게 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조합을 제외하고 비교하여 보면, KOMPSAT-2 스

테레오 및 다중영상 모델의 경우 대체적으로 X 방향으

로 1 m, Y 방향으로 1 ~ 1.5 m, Z 방향으로 2 m 정도의 오

차를 가지며 3차원 위치가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KOMPSAT-2 영상의 3차원 위치 정확도는 선행 연

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도로 보고되어 왔다. RFM 모델

을 수립하여 KOMPSAT-2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X 방

향으로 1.72 m, Y 방향으로 1.37 m, Z 방향으로 2.20 m 의

오차를 갖는 3차원 위치 결정이 가능함이 보고된 바 있

으며(Oh et al., 2011), 궤도기반센서모델을 수립하여

KOMPSAT-2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X, Y, Z 방향으로

Analysis of Geolocation Accuracy of KOMPSAT-3 Imagery

–43–

Table 7. Comparison between the geolocation accuracies of KOMPSAT-2 and KOMPSAT-3 stereo-and multi-images
The geocorrected images

X Y Z

KOMPSAT-2

Stereo Model

Scene-1 + 2 1.00 m 1.57 m 1.74 m
Scene-1 + 3 1.99 m 1.09 m 5.27 m
Scene-1 + 4 2.52 m 1.14 m 5.48 m
Scene-2 + 3 0.62 m 1.13 m 2.52 m
Scene-2 + 4 0.80 m 1.14 m 2.41 m
Scene-3 + 4 4.51 m 1.22 m 15.39 m

Multi-image Model

Scene-1 + 2 + 3 0.71 m 1.20 m 1.62 m
Scene-1 + 2 + 4 0.85 m 1.28 m 1.69 m
Scene-1 + 3 + 4 1.96 m 0.98 m 5.13 m
Scene-2 + 3 + 4 0.68 m 1.09 m 2.31 m
Scene-1 + 2 + 3 + 4 0.71 m 1.12 m 1.64 m

KOMPSAT-3

Stereo Model

Scene-1 + 2 0.72 m 0.37 m 1.18 m
Scene-1 + 3 0.70 m 0.60 m 0.93 m
Scene-1 + 4 0.69 m 0.58 m 1.15 m
Scene-2 + 3 0.76 m 0.56 m 0.79 m
Scene-2 + 4 0.94 m 0.80 m 1.81 m
Scene-3 + 4 0.66 m 0.41 m 1.36 m

Multi-image Model

Scene-1 + 2 + 3 0.65 m 0.39 m 0.73 m
Scene-1 + 2 + 4 0.70 m 0.44 m 1.08 m
Scene-1 + 3 + 4 0.65 m 0.45 m 0.95 m
Scene-2 + 3 + 4 0.71 m 0.50 m 0.86 m
Scene-1 + 2 + 3 + 4 0.62 m 0.38 m 0.71 m



각각 1 ~ 1.5 m 정도의 오차를 갖는 3차원 위치가 결정되

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Jeong and Kim, 2009).

이에비해본논문에서보고하는KOMPSAT-3 영상의

경우X, Y, Z 방향으로 각각 0.5 ~ 1 m 정도의 서브미터급

정확도를 갖는 3차원 위치가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논문의 실험결과는KOMPSAT-3 영상의 기하정확도

가 기존의 KOMPSAT-2 영상의 기하정확도에 비교하여

큰 개선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최근 보급되는 국외 상

용위성과 비견될만한 서브미터급 위치 정확도를 산출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국외 상용위성자료와의

직접적인 성능 비교는 여러 영상과 기준점을 확보하여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실험 결과는KOMPSAT-3 영

상으로부터 서브미터급 정밀 위치정보 취득이 가능함

을 충분히 보여주었으며 향후 국외 상용위성을 대체하

는 국내 위성자료로써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OMPSAT-3 영상의 기하정확도에 대

해 분석하였다. KOMPSAT 3호는 30 m 내외의 초기모델

정확도, 1 m 이내의 정밀모델 정확도, 그리고 서브미터

급의 3차원위치정확도를보여주었다. 이는KOMPSAT-

2의 기하정확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수치이며 두 영상

의 해상도 차이를 고려할 때, 단순히 공간해상도가 개선

된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에서KOMPSAT-3의 기하학적

성능의 개선이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실험결

과는 KOMPSAT-3 영상으로부터 서브미터급 위치결정

이 가능하게 되어, 최근 보급되는 서브미터급 국외 위성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로의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

하정확도를 기반으로 생성된 지형정보 결과의 분석, 그

리고 실제 국외 상용위성자료와의 정량적 비교 등에 대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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