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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Until recently, photogrammetric applications for processing the satellite images and
remotely sensed data have been used in different structure of functions and interfaces for sensor modeling
by each developer. Thus, a standardized utilization procedure wa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expandability, cost, inefficiency of sources which were resulted from different approaches. Therefore,
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 (NGA) provided unified interfaces by developing Community
Sensor Model (CSM) to sensor models in same way. In this study, we suggested the method of design
and analyzed main functions needed modeling for the frame sensor using CSM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 provided by NGA. We also applied the designed structure to the modeling. The
implemented CSM was verified by groundToImage and imageToGround. In the future, the active R&D
is expected with using CSM due to the cost saving effect of software development and remarkable
expandability of sensor.
Key Words : CSM, Community Sensor Model, Frame, Collinearity equation, Bundle adjustment,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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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까지 원격탐사자료 및 위성영상을 처리하는 사진측량 응용프로그램은 센서모델링을 위해 제작

자 마다 다른 함수구조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왔다. 이는 확장성, 비용, 소스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야기

하여 규격화된 활용방안이 필요하였다. 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 (NGA)에서는 센서모델

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따라 Community Sensor Model (CSM)을 개발하여 통일된 인터페이

스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GA가 제공하는 CSM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API)를 이용하

여 프레임 센서를 대상으로 모델링에 필요한 주요함수를 분석하고 설계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설계된 구조를

가지고 모델링에 적용해 보았다. 구현된 CSM은 groundToImage와 imageToGround를 이용하여 검증하였

다. CSM 이용 시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 절감 효과와 센서모델의 확장성이 뛰어나므로 향후 이를 이용한

연구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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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진측량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센서모델과 정밀한

위치측정을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모델링

기술을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Eui Myoung Kim(2012)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델링

기술을 웹에 적용하여 웹에서 3차원 위치를 결정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IKONOS영상을

평행투영모델식을 이용하여 센서모델링을 수행하였으

며 연구에서 사용되는 영상을 웹에서 표출하는 방법으

로 Open Geospatial Consortium(OGC)표준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RPC)모델을 이용하여 입체 영상

으로부터 3차원 좌표 추출하였으며(Kim, 2005) 지구관

측위성인 WorldView-2 위성과 Geoeye-1 위성으로부터

획득 된 이종 영상간의 블록모델링을 수행하여 정확도

를 검증(Choi and Kang, 2012)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

기존의 개발된 모델들을 활용하였지만 구현에서는 통

일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자의 편의대로

코드를 작성하였거나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

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적합하나 표준 인터페

이스의 부재로 비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 지형공간정보 분야에서 표준 사양을 적용하

였을 때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다

양한 분야에서 표준을 적용하여 연구나 개발이 진행 될

필요가 있다(Lee and, Kang, 2012).

국내에서는공간정보와관련하여 International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또는 OGC에서 제공하는 표준

기술들을 반영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리정보 분야에서 많은 업체들이 표준들을 준수

하고 있지만 센서모델에 관한 표준기술 사용은 활성화

되지 않은 실정이다.

센서모델링을수행하기위한응용프로그램은그동안

각 개발자들 고유의 인터페이스와 함수 구조를 통해 개

발되었다. 응용프로그램마다 센서종류에 대한 해석 및

활용방법이 달라 규격화된 활용방안이 필요하였으며

다양한 센서모델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

술개발이필요함에따라미국의국가지리정보국National

Geospatial Intelligence Agency(NGA)에서Community Sensor

Model(CSM) 프로그램을 통하여 표준화를 진행하였

다. Theiss and Johanesen(2006)의 연구에서는 CSM의

핵심 함수인 groundToImage, imageToGround, compute

Groundpartials, computeSensorPartials 함수를 이용하여

groundToImage, imageToGround의 변환을 통해 초기 입

력된 지상좌표와 함수 실행 후 계산된 지상좌표와 비교,

공간후방교회법, 전방교회법 등을 통해 각 함수들을 이

용한연구를수행하였다. 이후CSM은수정에걸쳐 2010

년 3.0 버전을통하여CSMAPI에대한상세내용이공개

되었다. CSM API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GA와

연계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CSM을 활용한 모델링 사례

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센서모델링의 표준 인터페이스 적용

을 위해 기존 센서모델링 방법을CSM에서 제공되는 함

수들의 규격에 맞게 설계하였으며 설계한 함수들을 모

델링에 적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센서종류는 프레

임센서로 공선조건식을 사용한 모델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CSM의 각 함수의 설계 방법과 이를 활

용하는 방법을 확인하고자 한다.

2. Community Sensor Model

CSM은 현재 운용되고 있거나 추후 운용이 예상되는

위성 센서의 모델,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시험, 평가를 지원하는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

리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Frame, Pushbroom,

Whiskbroom, SAR등 각 센서 종류에 따라 위치측정을

위한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CSM은 센서 종류와 모델의

Dynamic-Link Library(DLL) 파일로 존재하며 사진측량

을 위한 응용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센서나 모델이 개발

됐을 경우 재컴파일(re-compile)이 필요 없이 DLL파일

만 링크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CSM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환경은 Fig. 1과 같으

며 , Sensor Exploitation Tool(SET), CSM API와 센서별

CSM으로구성된다. SET에서는측정, 영상좌표입력, 내

부표정, 외부표정, 단영상모델링, 블록모델링등모델링

작업에 수행되는 일반적인 기능들로 구성되며, CSM

API를 통하여 센서종류 및 영상별로 존재하고 있는

CSM라이브러리를 호출하여 모델링 수행에 필요한 함

수들을 사용한다(NGA,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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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은 WGS84 타원체의 Earth Centered Earth Fixed

(ECEF)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함수에서

지상좌표의 입력과 출력 값은 ECEF좌표로 구성해야한

다. 경위도 또는 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Coordinate

System(UTM), Military Grid Reference System(MGRS) 등

사용자가 요구한 좌표계가 다를 경우 SET에서 좌표변

환을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CSM은CSMPlugin클래스와 csmSensorModel클래스

로 구분된다. CSMPlugin클래스는 플러그인 제조사, 배

포일자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센서모델 선

택, Image Support Data(ISD) 처리, 센서모델 생성과 같은

기능가진 함수들로 구성되며, csmSensorModel클래스는

영상좌표에서 지상좌표의 상호간 변환, 편미분, 공분산,

파라미터 설정 등 사진측량에 필요한 함수들로 구성되

어있다.

CSM API를 통해 정의되어 있는 기존 함수들의 이름,

입력값, 출력값, 변수명 등 구조를 수정할 수 없다. 기존

함수들만 사용하여 모델링 수행이 안 될 경우 필요에 따

라함수를추가개발하여사용할수있다. Rodarmel et al.

(2011)와 NGA표준 문서에서는 라이다 모델링을 위해

CSM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CSM에서 제공하는 함수

의 Line, Sample과 지상점 X, Y, Z로 정의된 입력값과 출

력값을 모델X, Y, Z와 보정된X, Y, Z로 재정의하였으며

imageToGround를 modelToGround로 groundToImage를

groundToModel로 함수 명을 변경하여 개발하였다.

A Study on the Frame Sensor Modeling Using Standard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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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ample of Loading CSMPlugin in the SET.

Fig. 1. CSM Context Diagram (NGA, 2010).



3. CSM을 적용한 센서모델링

1) CSM 플러그인

CSM 플러그인을 통해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선

SET에서각CSM플러그인을호출할수있어야한다. 센

서 또는 영상 종류에 따른DLL파일이 존재하며DLL파

일 내에는 플러그인과 센서 모델이 존재한다. 모델 개발

자에 의해 Rational Function Model(RFM), Replacement

SensorModel(RSM), Direct Model등 여러 모델들이DLL

내에 존재하며 SET에서는 모델링이 필요한 플러그인을

호출하고 사용할 모델을 선택한다.

2) CSM 함수 설계

모델링에 필요한 CSM의 주요 핵심 함수로써 image

ToGround, groundToImage, computeGroundPartials, compute

SensorPartials이 있다. CSM은 인터페이스만 제공하기 때

문에 함수의 입력 및 출력 형태와 변수만 정의 되어있다.

각 함수에 사용할 모델은 개발자가 직접 작성해야한다.

groundToImage는 식(1)인 공선조건식을 사용하여 지

상좌표 X, Y, Z로부터 영상좌표 Line, Sample을 계산한

다. f는 초점거리, xo, yo는 주점이며 ωi, φi, κi, XLi, YLi, ZLi
는 센서에 대한 외부표정요소이다. Xj, Yj, Zj는 지상좌표

이며 이에 해당하는 영상좌표는 xij, yij이다. mij는 ωi, φi, κi
에 대한 회전행렬의 구성원소이다.

       xij = x0
_ f

       yij = y0
_ f         (1)

 Fx = x0
_ f _ xij + εyij

 Fy = y0
_ f _ yij + εyij

imageToGround는 영상좌표, 고도 값을 입력하여 지

상좌표X,Y,Z의 값을 계산하는 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영상 모델링에 사용되는 공선조건식을 역변환하

여적용하였으며식은(2)와같다(Di et al., 2003).

  Xj = XLi +(Zj
_ ZLi)

   (2)
  Yj = YLi +(Zj

_ ZLi)

imageToGround와 groundToImage두함수는오버로딩

(overloading)이 가능하며 영상 및 지상점에 대한 공분산

값을 사용할 수 있다. 프레임센서 모델에서는 공선조건

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함수를 사용할 때는 Line, Sample

을 입력 받지만 내부에서는 영상좌표를 사진좌표로 변

경하여 수행해야 한다.

computeGroundPartials은 지상좌표의 편미분 함수로

써 Line과 Sample에 해당되는 X, Y, Z의 편미분 값이 출

력된다. 이때 partials[0] ~ partials[5]의 값은 다음(3)과 같

이 구성된다.

      parials[0] = , parials[1] = , parials[2] = 

      parials[3] = , parials[4] = , parials[5] = 

computeSensorPartials은 센서 파라미터에 대한 편미분

값을 출력하며 ωi, φi, κi, XLi, YLi, ZLi 에 대하여 라인, 샘플

에 대한 편미분 함수로 구성한다. setOriginalParameter

Value을 통해 설정된 파라미터의 인덱스를 입력받고 인

덱스에 해당하는 파라미터의 편미분 값이 출력된다. 본

논문에서는 ωi, φi, κi, XLi, YLi, ZLi 의 순서로 파라미터를

설정하였다.

        line_ partial =  , , , , , 

       line_ partial =  , , , , , 

m11i(Xj
_ XLi) + m12i(Yj

_ YLi) + m13i(Zj
_ ZLi)

m31i(Xj
_ XLi) + m32i(Yj

_ YLi) + m33i(Zj
_ ZLi)

m21i(Xj
_ XLi) + m22i(Yj

_ YLi) + m23i(Zj
_ ZLi)

m31i(Xj
_ XLi) + m32i(Yj

_ YLi) + m33i(Zj
_ ZLi)

m11i(Xj
_ XLi) + m12i(Yj

_ YLi) + m13i(Zj
_ ZLi)

m31i(Xj
_ XLi) + m32i(Yj

_ YLi) + m33i(Zj
_ ZLi)

m21i(Xj
_ XLi) + m22i(Yj

_ YLi) + m23i(Zj
_ ZLi)

m31i(Xj
_ XLi) + m32i(Yj

_ YLi) + m33i(Zj
_ ZLi)

m11i(xij
_ x0) + m21i(yij

_ y0) _ m31i f
m13i(xij

_ x0) + m23i(yij
_ y0) _ m33i f

m12i(xij
_ x0) + m22i(yij

_ y0) _ m32i f
m13i(xij

_ x0) + m23i(yij
_ y0) _ m33i f

∂Fx

∂Xj

∂Fx

∂Yj

∂Fx

∂Zj

∂Fy

∂Xj

∂Fy

∂Yj

∂Fy

∂Zj

∂Fx

∂ωi

∂Fx

∂φi

∂Fx

∂κi

∂Fx

∂XLi

∂Fx

∂YLi

∂Fx

∂ZLi

∂Gy

∂ZLi

∂Gy

∂YLi

∂Gy

∂XLi

∂Gy

∂κi

∂Gy

∂φi

∂Gy

∂ω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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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put and Output of Sensor Model Functions
Functions Input Output

groundToImage X, Y, Z(groundCovariance) line, sample(imageCovariance groundCovariance)
imageToGround line, sample, h(imageCovariance heightVariance) X, Y, Z(groundCovariance)

computeGroundPartials X, Y, Z partials[0] ~ partials[5]

computeSensorPartials index, line, sample, X, Y, Z line_partial
sample_partial

(3)

(4)



CSM의 파라미터 함수는OriginalParameter와 Current

Parameter로써 설정하는 set과 호출하는 get으로 각각 분

류되어있다. 파라미터의 데이터 구조는 Table 2와 같다.

외부표정요소의 초기 입력값은 OriginalParameter로써

타입은 None으로 설정하며 공간후방교회법(Space

Resection)을 통해 조정될 경우 CurrentParameter로써

Fictitious라는 타입으로 설정되며 블록모델링을 통해 조

정될 경우 Real이라는 타입으로 설정한다.

3) CSM을 이용한 모델링

Sensor Exploitation Tool(SET)에서 CSM을 적용한 센

서모델링의수행흐름은 Fig. 3과같다. SET에서는 Image

SupportData(ISD)나 이미 제작된 모델을 호출하고

constructSensorModelFrom(ISD/State) 함수를이용하여센

서모델을 생성한다 . 센서모델 생성 후 setOriginal

Parameter함수로 내부표정 요소 f와 xo, yo, 외부표정요소

ω, φ, κ, XL, YL, ZL 값을 설정하며 파라미터의 타입은

None으로 설정한다. setOriginalParameterValue에서 설정

된 값들은 각 함수에서 getOriginalParameterValue로 호출

하여 사용한다. 단영상 또는 블록모델링 수행 후 보정되

는 값은 setCurrentParameterValue를 이용하여 설정한다.

Fig. 3 에서의 블록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앞의 식(1)

을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하여 1차식으로 선형화하고 각

편미분 값을 bij로 치환하여 행렬로 구성하였을 때 다음

식(5)와 같이 간단한 행렬식을 얻을 수 있다.

                           
.
B

.Δ + B̈Δ̈ = ε + V                             (5)
                                  

.Δ  = .
C + .

V
                                  Δ̈ = C̈ +V̈

.
B와 B̈행렬의 구성요소는(6)과 같으며 SET에서는

.
B와

B̈행렬을 구성 할 수 있어야한다.  
.
B행렬은 외부표정요소

에 대한 편미분 값으로 구성된 행렬이며(7)의compute

SensorPartials 함수를 통해 계산한다. 여기서 b11~b16 과

b21~b26은 ωi, φi, κi, XLi, YLi, ZLi 의 편미분 값 순서로 구성

되기 때문에 set OriginalParameterValue에서 설정된 인덱

스와 값에 맞도록 입력해야한다. B̈행렬은(7)의 compute

GroundPartials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b14~b16, b24~b26
까지 전체 편미분 값이 계산되고 출력된 값은 B̈행렬형

태로 재구성한다. ε은 groundToImage을 이용하여외부

표정요소에 대한 초기값으로 계산한다.
.

C행렬은 외부표정요소에 대한 근사값과 관측값의

차이고 C̈ 행렬은 지상점에 대한 근사값과 관측값의 차

이다.

                  
.
B = [ ]                   (6)

                      B̈ = [ ] 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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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nsor Modeling Workflow using CSM.

Table 2. Structure of Parameters

Index
OriginalParameter CurrentParameter
Type Value Type Value

0 None f Fictitious/ Real f
1 None xo Fictitious/ Real xo

2 None yo Fictitious/ Real yo

3 None ω Fictitious/ Real ω
4 None φ Fictitious/ Real φ
5 None κ Fictitious/ Real κ
6 None XL Fictitious/ Real XL

7 None YL Fictitious/ Real YL

8 None ZL Fictitious/ Real ZL



(bij, bij) = computeSensorPartials(index, line, sample, X, Y, Z)

(b14, b15, b16, b24, b25, b26) = computeGroundPartials(X, Y, Z) (7)

(J, K) =(xij, yij) _ groundToImage(X, Y, Z)

위의 행렬식과 외부표정요소와 지상 n개 점에 대한 관

측방정식을 구성하여 치환하였을 때 정규방정식(8)로

나타낼 수 있다.

                                   NΔ = K                                     (8)

정규방정식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할 경우 많은

양의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리절약을 위해 식

(9)와 같이 축약방정식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반복 수행

을 통해 최종적으로 보정된 값은 setCurrentParameter

Value를 이용하여 저장하며 Real타입으로 설정한다.

                   (
.

N +
.

W _ _
N (N̈ +Ẅ )_1

_
NT )

.Δ
            =(

.
K +

.
W

.
C _ _

N (N̈ +Ẅ )_1 ( K̈ + ẄC̈ ))             (9)

Fig. 3에서 단영상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공간후방

교회법(Space Resection)을 사용하였다. 블록모델링과 마

찬가지로 1차식으로 선형화하였으며(6)의 행렬에서 외

부표정요소에 대한 행렬인
.
B행렬을 사용하여 다음 식

(10)을 통해 계산한다. 보정된 값은 setCurrentParameter

Value를 통해 설정하며 타입은 Fictitious로 설정된다.

                            Δ =(BT B)_1(BTε)                            (10)

4. 실험 결과

CSM적용하여 모델링을 하기 위한 실험 영상은

ERDAS LPS에서 제공하는 3장의 교육용 샘플영상을 이

용하였다. 샘플영상에서 정의된 NAD27좌표계를 사용

하였으며 ERDAS LPS에서 사용됐던 동일한 자료를 이

용하여CSM을 적용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CSM을 적용한 모델링은 기존 방식의 모델링과 동일

한 결과를 보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함수들의 수행

검증을 위해 groundToImage함수와 imageToGround함수

를 사용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는 좌표변환

없이 NAD27좌표계를 사용하였으며 영상좌표는

ERDAS에서 획득하였다.

지상기준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groundToImage함수

로 계산된 사진좌표와 초기 입력된 사진좌표의 차이는

Table 3와 같다. 또한 지상기준점 좌표를 통해 groundTo

Image와 imageToGround를 수행한 후 초기값과 비교한

결과는Table 4과 같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SM을 적용하여 프레임센서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CSM을 적용하였을 경우 정밀도,

정확도에 있어선 기존 방식의 결과와 차이가 없으나 다

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 절감효과가 크다. 본 논문에

서 SET이라고 표현되는 센서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시 단영상 모델링, 블록모델링에 사용

되는 행렬과 반복 알고리즘만 구현하면 되므로, 각 센서

종류에 따른 모델링 알고리즘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센서모델의 확장성이 뛰어나다. 새로운 센서나 모델

들이 개발되면, 센서모델에 대한 플러그인만 개발하여

배포하며 SET에서는 새롭게 개발된 플러그인을 호출하

여 모델링을 수행하므로, 기존의 소프트웨어보다 확장

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반면에, CSM은 ECEF좌표계 사용을 위해 경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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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groundToImage and imageToGround
residual of GCPs (m)

Point id ΔX ΔY
1002 -0.0890 -0.0901
1003 -0.0895 -0.0883
1004 -0.0906 -0.0876
1005 -0.0897 -0.0909
1006 -0.0880 -0.0892

RMSE 0.0999 0.0998

Table 3. Results of groundToImage
residual of GCPs (mm)

Point id ΔX ΔY ΔZ
1002 -0.0041 0.0315 -0.0074
1003 -0.0305 -0.0096 0.0047
1004 0.0058 -0.0018 -0.0075
1005 0.0316 -0.0564 0.0089
1006 -0.0019 0.0344 0.0052

RMSE 0.0199 0.0330 0.069



라 중복된 좌표변환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효율성이 다

소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기준 좌표계가 경위도인 RPC

의경우 SET에서CSM함수호출을위해ECEF로변환하

며CSM함수내에서는ECEF좌표를경위도로재변환해

야 되기 때문에 중복된 작업을 수행하므로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CS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ERDAS, SOCET등 대표적인 사진측량 소프트웨어

들의 최신버전에서는 CSM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지리정보분야에 비

해 센서모델링에서 표준 활용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이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

고 개발되어져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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