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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ometric property and stereo model accuracy between
single-sensor stereo that uses two images taken by stereo acquisition mechanism within identical sensor
and dual-sensor stereo that randomly combines two images taken from two different sensors. This paper
compares the two types of stereo pairs thoroughly. For experiment, two single-sensor stereo pairs and
four dual-sensor stereo pairs were constituted using SPOT-5 stereo and KOMPSAT-2 stereo covering
same area. While the two single-sensor stereos have stable geometry, the dual-sensor stereos produced
two stable and two unstable geometries. In particular, the unstable geometry led to a decrease in stereo
model accuracy of the dual-sensor stereos. The two types of stereo pairs were also compared under the
stable geometry. Overall, single-sensor stereos performed better than dual-sensor stereos for vertical
mapping, but dual-sensor stereos was more accurate for horizontal mapping. This paper has revealed the
differences of two types of stereos with their geometric properties and positioning accuracies, suggesting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handling satellite stereo images, particularly for dual-satellite stereo images.
Key Words : Single-sensor stereo, Dual-sensor stereo, Stereo geometry, Positioning accuracy,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

요약 : 동일 센서 내의 스테레오 취득 원리에 기반하여 얻어진 동종센서 스테레오와 서로 다른 센서에서

얻어진 영상간에 임의로 결합된 이종센서 스테레오는 기하 특성과 스테레오 모델 정확도 측면에서 많은 차

이를 보이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의 얻어진 동종센서 스테레오 모델과 이종센서 스

테레오 모델을 비교한다. 실험을 위해 동일 지역을 촬영한 SPOT-5 스테레오와 KOMPSAT-2 스테레오 영

상을 활용하여 총 2쌍의 동종센서 스테레오와 4쌍의 이종센서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하였다. 동종센서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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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스테레오 모델 수립을 통한 3차원 위치 정보 획득은

위성영상의 주요 활용 분야 중 하나로써 지금까지 다양

한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

후에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보급되면서 보다 정밀한

3차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새로운 위성영상이 보급될 때마다 해당 영상의

3차원 위치 정확도가 보고되어 왔다(Dial et al., 2003;

Noguchi, 2004; Büyüksalih et al., 2005; Chen et al., 2006;

Eckert, 2009; Fraser and Ravanbakhsh, 2009; Aguilar et al.,

2012; Aguilar et al., 2013). 이러한 스테레오 모델 정확도

분석 결과는 정사영상 및 Digital Surface Model (DSM)

등 다양한 기하학적 결과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며 또

한 결과물의 품질을 직·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

료이기도 하다. 향후 위성영상의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

을 고려하면 이는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스테레오 모

델을 수립하는 경우 주로 동일 센서에서 취득한 2장의

영상만을 이용해 왔다. 이렇게 동일 센서 내 자료 이용

으로 국한되었던 이유는 고해상도 위성영상 보급 초기

에 영상 활용에 제한이 있었던 점, 다양한 영상이 보급

되지 않았던 점, 메타 데이터 등에 있어 타 센서와의 호

환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 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는 다양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이 보급되고 있으며, 또한

영상간 호환성을 고려한 공통 포맷 형태의 메타 데이터

가 보급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위성영상간에 융

합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서

로 다른 위성영상간 결합으로 스테레오 자료를 구성하

여 이용하면 보다 폭넓은 위성영상의 활용이 가능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그러

나 고해상도 위성영상 분야에 있어서 이종센서 스테레

오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참

고로 이 논문에서는 동일한 위성에서 취득한 두 장의 영

상으로 스테레오 모델을 구성하는 것을 ‘동종센서(또는

동종위성) 스테레오 모델’로 명명하며, 서로 다른 위성

에서 취득한 두 장의 영상으로 스테레오 모델을 구성하

는 것을 ‘이종센서(또는 이종위성) 스테레오 모델’로 명

명하기로 한다.

국내외 몇몇 연구 사례에서 이종센서 스테레오를 활

용한 실험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나(Li et al., 2007; Zhu et

al., 2008; Choi and Kang, 2012; Sung et al., 2013; Song, 2014)

대부분의 경우 주로 이종센서 스테레오의 3차원 위치

정확도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종

센서 스테레오 모델은 기존의 동종위성 스테레오 모델

과는 기하 특성 및 스테레오 모델 정확도 측면에서 많

은 차이를 보인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위

성간 결합을 통한 이종위성 자료의 활용이 증가할 것을

감안한다면 이종센서 스테레오 모델에 대한 보다 심층

적인 분석, 그리고 기존 동종센서 스테레오 모델과의 차

이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의 동종센서

스테레오 모델과 이종센서 스테레오 모델을 분석, 비교

한다 . 실험을 위해 실제 동일 지역을 촬영한 2장의

SPOT-5, KOMPSAT-2 영상을 이용하여 동종센서 스테

레오 및 이종센서 스테레오 영상을 구성하였으며, 각 스

테레오 영상의 기하 특성을 분석하고 3차원 모델 정확

도를 산출하였다. 논문의 실험 결과는 두 가지 스테레

오 모델이 가지는 기하 특성과 3차원 모델 정확도의 차

이를 잘 드러내며, 고해상도 스테레오 영상 특히 이종

위성 스테레오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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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 모델의 경우 모두 안정적인 스테레오 기하를 형성한 반면, 이종센서 스테레오 모델의 경우 2조합은 비

교적 안정적인 기하를 다른 2조합은 매우 불안정한 기하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불안정한 기하를 형성한 이

종센서 스테레오의 경우 3차원 위치 정확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안정적인 스테레오 기하를 형성하는 이종센

서 스테레오의 경우에도 동종센서 스테레오와는 차이점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수직 정확도 측면에서는 동종

센서 스테레오 모델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인 반면, 수평 정확도 측면에서는 이종센서 스테레오 모델이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논문에서는 두 가지 스테레오 모델이 가지는 기하 특성과 3차원 모델 정확도의

차이를 잘 드러내며, 고해상도 스테레오 영상 특히 이종위성 스테레오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분석 결과들을 제시한다.



려되어야 할 중요한 분석 결과들을 제시한다.

먼저 2장에서는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해 기술하며,

3장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자료에서의 스테레오 기하 요

소들의 기본 개념을 정리한다. 4장에서는 동종센서 스

테레오와 이종센서 스테레오 모델의 기하 특성을 비교

하며, 5장에서는 두 스테레오 모델의 3차원 위치 정확도

를 비교한다.

2. 연구 동향

이 절에서는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해 기술한다. 먼저

기존에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동종위성 스테레

오 모델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다음으로 최근에 보

고된 국내외 이종위성 스테레오 모델 관련 연구 사례들

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비교한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 기술한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스테레오 모델 연구는

IKONOS 위성영상의 보급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이루어졌다. Dial et al.(2003)은 IKONOS 스테레

오 영상으로부터 약 1 m~2 m의 수평·수직 위치 정확

도로 3차원 위치 결정이 가능함을 보고하였으며 ,

Noguchi et al.(2004)은 QuickBird 스테레오 영상으로부

터 경도, 위도, 수직 방향으로 각각 0.5 m, 0.8 m, 0.5 m의

정확도를 갖는 3차원 위치 결정이 가능함을 보고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QuickBird 영상으로부터 1:25,000 축

척의 지도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Büyüksalih et

al.(2005)은 SPOT-5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수평 방향

으로 약 2~3 m, 수직 방향으로 약 4~5 m 오차를 가지고

3차원 위치 결정이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WorldView, GeoEye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서브미터

급 정확도를 갖는 3차원 위치 결정이 가능함이 보고되

었다(Fraser and Ravanbakhsh, 2009; Aguilar et al., 2012;

Aguilar et al., 2013). 국내 고해상도 위성의 경우 다목적

실용위성 2호(KOMPSAT-2)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1∼2 m의 수평·수직 정확도를 갖는 3차원 위치 결정

이 가능함이 보고된 바 있으며( Jeong and Kim, 2009;

Rhee et al., 2012), 최근에는 0.7 m 공간해상도의 다목적

실용위성 3호 (KOMPSAT-3)에서 서브미터급 정확도를

갖는 3차원 위치 결정이 가능함이 보고된 바 있다( Jeong

et al., 2014). 이처럼 국내외 고해상도 상용위성을 대상으

로 3차원 위치 정확도를 분석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주로 동종센서 스테레오 모델

만을 이용해 왔으며, 이종센서 스테레오 모델 관련 연

구는 비교적 다양한 위성영상이 보급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동종센서 스테레오 모델에

비해 문헌에 소개된 연구 사례는 많지 않다. Li et al.

(2007)은 동일지역을 촬영한 2장의 QuickBird 스테레

오 영상과 2장의 IKONOS 스테레오 영상을 활용하여

이종센서 스테레오 모델을 수립하고 3차원 위치 정확

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실험결과에 따

르면, QuickBird/IKONOS 조합의 3차원 모델 정확도

는 전반적으로 IKONOS 스테레오보다는 좋은 결과를

QuickBird 스테레오보다는 나쁜 결과를 산출했다. 이는

영상 해상도(QuickBird GSD: 0.60 m, IKONOS GSD: 1 m)

를 고려하면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최선용과 강준묵

(2012)은 동일 지역을 촬영한 2장의 GeoEye-1 영상과

2장의 WorldView-2 영상을 이용하여 동종센서 스테레

오 및 이종센서 스테레오를 구성한 후 3차원 위치 정확

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지상 기준점 분

포 및 개수에 따른 분석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외

에도 Zhu et al.(2008)는 4장의 IKONOS와 2장의QuickBird

영상을 이용하여 다양한 스테레오 조합에서 산출된

DSM의 정확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Sung et al.(2013)

은 IKONOS와 SPOT-5 영상을 이용하여 이종위성 에피

폴라 영상을 생성하고 이종위성 스테레오 모델의 Y-시

차를 분석하였으며, Song(2014)은 IKONOS와 SPOT-5

영상을 이용하여 이종센서에서 취득한 입체 영상으로

부터 생성된 수치고도모형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Jeong et al.(2015)는 IKONOS, QuickBird, KOMPSAT-2영

상을 이용하여 다종 위성 간 결합의 의해 구성된 스테

레오 자료의 3차원 위치 정확도를 제시하였으며, 위성

기반 매핑에 있어 다종 위성 간 결합 영상의 활용 가능

성과 한계점에 대해 제시하였다.

상기한 내용과 같이, 최근에 몇 차례 보고된 이종센

서 스테레오 관련 연구를 조사한 결과 기존 동종센서 스

테레오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스테레오 모델

정확도 자체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연구들에서는 이종센서 스테레오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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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기하 특성이나 3차원 위치 정확도 특성 등에 대

한 자세한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다. 물론 이전에 이종

센서 자료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던 만큼 정확도 보고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겠으나, 이종센서 스테레오의 경

우 동종센서와는 다른 스테레오 기하 특성을 가지며, 이

러한 기하 특성이 모델 정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러한 필요성에 따라 최근 Jeong and Kim(2014)는 이종센

서 스테레오의 기하 특성 및 3차원 위치 정확도에 대해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동일

지역을 촬영한 SPOT-5, KOMPSAT-2, QuickBird 스테

레오 영상, 총 6장의 영상을 활용하여 이종센서 스테레

오 모델을 구성하고 모든 조합으로부터 스테레오 기하

요소와 3차원 위치 정확도를 산출하여 나타냈다. 실험

을 통해 동종센서 스테레오 영상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

았던 불안정한 기하가 이종센서 스테레오 영상에서는

빈번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불안

정한 기하 특성으로 인해 3차원 위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Jeong and Kim(2014)가 수행한 연구에서는 주로 이종

센서 스테레오의 모델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수식

에 의해 산출한 기하 요소(각도) 값을 확인하여 기하 특

성을 분석하고, 산출된 3차원 위치 오차 결과를 확인함

으로써 기하 요소가 스테레오 모델 정확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동종센서 스테

레오와 이종센서 스테레오 모델의 비교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으며, 영상 취득 당시 실제 센서의 촬영 위치를

활용하여 두 스테레오 모델의 기하를 재현하고, 두 스

테레오 모델에서 기하 요소가 모델 정확도에 미치는 영

향을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나타냈다. 또한 유사한 기하

조건을 갖는 두 스테레오 모델의 3차원 위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3. 고해상도위성영상의스테레오기하요소

본 연구에서의 동종위성 스테레오와 이종위성 스테

레오 모델의 비교는 주로 스테레오 기하 특성과 3차원

모델 정확도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는 먼저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스테레오 기하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선행연구

에서 보고한 위성 스테레오 기하 요소들의 개념과 이러

한 기하요소가 모델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요약

하여 기술한다.

Fig. 1은 위성영상의 스테레오 기하를 나타낸다. 스테

레오를 구성하는 두 영상의 좌우 벡터(Left ray, Right ray)

와 기선(Baseline)이 삼각형을 이루어 에피폴라 평면을

형성한다. 스테레오 기하 안정성은 에피폴라 평면의 형

태에 의해 결정되며, 이에피폴라평면의형태는세가지

스테레오 기하 요소(각도)로 설명될 수 있다. Fig. 1에는 3

가지대표적인스테레오기하요소, convergence angle, BIE

angle, asymmetry angle가 표현되어 있다. E1과 E2는 각 센

서의 고도각, A1과A2는 각 센서의 방위각을 나타낸다.

Convergence angle은 스테레오를 구성하는 두 센서에

서 지상점으로 향하는 좌우 벡터가 이루는 “수렴각”을

의미한다. BIE angle은 이등분선(Bisector)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 즉, “이등분선 고도각”을 의미하며, 여기서

Bisector는 convergence angle을 이등분하는 에피폴라 평

면내의 벡터를 의미한다. 즉 BIE angle은 에피폴라 평면

의 기울기 정도를 나타낸다. Asymmetry angle은 에피폴

라 평면의 “비대칭각”를 의미하며 이는 지표면을 향하

는 좌우 벡터의 비대칭성 정도를 나타낸다. 이 각도는

지표면에 대한 수선( A→)이 에피폴라 평면에 투영된 선

분( Á→)과 Bisector와의 사이각을 계산하여 얻어진다. 예

를 들어 Asymmetry angle이 0°에 가깝다는 것은 선분 A→

가 각의 이등분선(bisector)과 일치함을 의미하며 이는

좌우 벡터가 거의 비슷한 각도로 지표면을 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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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presentation of stereo geometry (Jeong and Kim,
2014).



을 의미한다. 참고로 A→의 경우 동종센서 스테레오 기

하에서는 지상점에서 기선에 내린 수선으로 대체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Jeong and Kim, 2014). 이상적인 스테

레오 기하라고 하면 적정 범위의 수렴각을 가지고 지표

면에 대해 수직이며 좌우 벡터가 비슷한 각도를 가지고

지표면을 향하는 형태의 에피폴라 평면을 의미한다. 이

경우 스테레오 기하 요소는 30°~60° 범위의 convergence

angle, 90°에 가까운 BIE angle, 0°에 가까운 asymmetry

angle을 갖는다(Jeong and Kim, 2014; Jeong et al., 2015).

상기한 세 가지 스테레오 기하 요소들은 위성영상 스

테레오 모델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로 알려

져 있다. Fig. 2에 스테레오 모델에 의해 결정되는 3차원

위치의 수평 및 수직 오차 형성 과정과 세 가지 기하 요

소가 스테레오 모델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

로 나타냈다(Jeong and Kim, 2014). Left ray, Right ray는 좌

우 센서의 투영 중심에서 지상점으로 향하는 벡터를 의

미하며, 두 벡터가 공간상에서 수렴하는 지점(P)이 3차

원 위치로 결정된다. 만약 두 벡터가 모두 참값의 위치

(T)를 지나가는 경우 3 차원 위치도 참값으로 결정되어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두 벡터는 각

각의 위치오차( TP1
→

, TP2
→

)를 가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3

차원 좌표는 수평·수직 오차를 갖게 된다. 이 때 결정

된 3차원 위치와 참값과의 수평 방향 거리 차이가 수평

오차(Horizontal error), 수직 방향 거리 차이가 수직 오차

(Vertical error)가 된다. 먼저 Fig 2(a)의 경우 적정 범위의

convergence angle, 90°에 가까운 BIE angle, 0°에 가까운

asymmetry angle을 갖는 이상적인 스테레오 기하를 가

정하고 위치 오차를 나타냈다. Fig 2(b)~Fig 2(d)에는 세

가지 기하 요소의 변이에 따른 3차원 위치 오차 변화를

예측하여 나타냈다. Fig. 2(b)의 경우 나머지 요소들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convergence angle이 감소하는 경

우를 가정하였다. Convergence angle이 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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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ange of stereo geometry and positioning error according to variation of three stereo angles (Jeong and Kim, 2014).

(c) The change of stereo geometry and positioning error with
different BIE angle

(a) The layout of stereo geometry and positioning error in an
ideal geometry

(b) The change of stereo geometry and positioning error with
different convergence angle

(d) The change of stereo geometry and positioning error with
different asymmetry angle



수평 오차는 변화가 없으나 수직 오차가 크게 증가할 것

으로 나타난다. Fig. 2(c)에는 마찬가지로 나머지 요소들

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BIE angle만 90°로부터 감소하

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이 경우 에피폴라 평면이 기울

어지게 되며 수직 오차는 큰 변화가 없으나 수평 오차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Fig. 2(d)에 동일한 방

법으로 asymmetry angle의 변화에 따른 3차원 위치 오차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Asymmetry angle이 0°에서 증가

하게 되면 수직 오차는 큰 변화가 없으나 수평 오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절에서 기술한 스테레오 기하 요소와 관련된 이

론적인 내용은 선행 연구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

할 수 있다(Jeong and Kim, 2014).

4. 스테레오 기하특성 비교

이번 절에서는 동종센서 스테레오와 이종센서 스테

레오의 기하 특성을 비교한다. 실험을 위해 동일 지역

(대전)을 촬영한 SPOT-5 스테레오와 KOMPSAT-2 스

테레오 영상을 사용하였다(Fig. 5). Table 1에 영상의 속

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 제시한 영상 촬

영 당시 센서의 방위각, 고도각, 위성고도정보 등을 이

용하여 스테레오 기하를 재현하여 나타냈다.

먼저 Fig. 3에 동종위성 스테레오 기하에 대해 나타

냈다. SPOT-5 스테레오의 경우 Scene-1이 고도각 71.5°

과 방위각 288.1°, Scene-2가 고도각 64.5°과 방위각 99.9°

을 각각 가진다. Fig. 3(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거의

180°의 방위각 차이를 가지고 정반대 방향에서 촬영한

두 영상이 스테레오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촬영 조건

은 지표면에 대해 수직이며 이등변 삼각형에 가까운 에

피폴라 평면을 형성한다. 기하 요소를 산출한 결과, 적

정 범위의 convergence angle(43.9°), 90°에 가까운 BIE

angle(88.33°), 0°에 가까운 asymmetry angle(3.41°)이 산출

되었다. KOMPSAT-2 스테레오영상의경우에도마찬가

지로 두 영상이 서로 180° 정도의 방위각 차이를 갖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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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images used of experiments
SPOT-5 KOMPSAT-2

Scene-1 Scene-2 Scene-1 Scene-2
Date of acquisition 20 Dec 2003 11 Dec 2003 10 May 2007 6 May 2008
Azimuth angle 288.1˚ 99.9˚ 79.7˚ 256.7˚
Elevation angle 71.5˚ 64.5˚ 58.2˚ 74.1˚
Orbit type Descending orbit Ascending orbit

Processing Level 1A 1R
GSD (column/row) 2.5 m 2.5 m 1.30 m / 1.10 m 1.04 m / 1.01 m
GCPs / ICPs 19 / 30 19 / 30 22 / 30 16 / 30

Fig. 3. Stereo geometry of single-sensor stereo images.
(a) SPOT-5 stereo (b) KOMPSAT-2 stereo



의정반대방향에서촬영되었다(Fig. 3(b)). 스테레오기하

요소들을 산출한 결과,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값의 기하

요소(convergence angle 47.68°, BIE angle 89.34°, asymmetry

angle 6.64°)가 산출되었다. 두 동종센서 스테레오 모두

적정 범위의 convergence angle, 90°에 가까운 BIE angle,

0°에 가까운 asymmetry angle을 가진 이상적인 스테레오

기하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4에는 이종센서 스테레오의 기하를 재현하여 나

타냈다. 2장의 SPOT-5와 KOMPSAT-2 영상으로부터

총 4개의 이종센서 스테레오 자료가 구성되었다. 동종

센서 스테레오와는 달리 이종센서 스테레오의 경우 다

양한 형태의 에피폴라 평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두 조합(Fig. 4(a)와 (d))의 경우 비교적 동종센서 스테

레오와 유사한 형태의 안정적인 스테레오 기하가 형성

되었으나, 다른 두 조합(Fig. 4(b)와 (c))의 경우 에피폴라

평면이 매우 좁은 수렴각을 가지며, 지표면에 대해 크

게 기울어져 매우 불안정적한 스테레오 기하를 형성하

였다. 기하 요소를 산출한 결과에서도 전자의 경우 적

정 범위의 convergence angle과 비교적 높은 BIE angle

(80°이상)이 산출되었으나, 후자의 경우 10° 내외의 매우

작은 convergence angle과 매우 작은 BIE angle(60°~70°)

이 산출되었다.

동종센서 스테레오의 경우 센서 내의 스테레오 취득

원리에 따라 일정한 방위각 차이를 두고 반대 방향에서

촬영되며, 이러한 촬영 조건은 이상적인 형태에 가까운

스테레오 기하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종센서의 경우 이

러한 촬영 조건 없이 임의의 두 영상이 결합되기 때문

에, 우연히 안정적인 스테레오 기하(Fig. 4(a)와 (d))가 형

성될 수도, 매우 불안정한 기하(Fig. 4(b)와 (c))가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동종센서의 경우 센서의 incidence angle

에 따라 convergence angle은 비교적 변화의 폭이 크지

만, BIE angle, asymmetry angle은 대부분의 영상에서 거

의 이상적인 값을 갖는다( Jeong and Kim, 2014). 따라서

동종센서 스테레오 기하 분석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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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ereo geometry of dual-sensor stereo images.
(c) SPOT-5 scene-2 / KOMPSAT-2 scene-1 (d) SPOT-5 scene-2 / KOMPSAT-2 scene-2

(a) SPOT-5 scene-z / KOMPSAT-2 scene-z (b) SPOT-5 scene-1 / KOMPSAT-2 scene-2



convergence angle만 고려하면 된다. 하지만 이종센서 스

테레오의 경우 세 가지 각도 모두 다양한 값이 산출될

수 있어, 스테레오 기하 분석 시 모든 기하 요소를 고려

해야 한다. 그리고 이론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

하 요소 변이가 위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는 필수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5. 스테레오 모델 정확도 비교

이번 절에서는 동종센서 스테레오 모델과 이종센서

스테레오 모델의 3차원 위치 정확도를 비교한다. 3차원

위치 정확도 분석을 위해 실제 GPS 현지 측량을 통해

기준점을 취득하였으며, Fig. 5에 실험에 사용한 기준점

분포를 나타냈다. Fig 5에서 지상 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GCP)를 이용하여 스테레오 모델을 수립하였으

며, 모델수립에사용하지않은별도의검사점(Independent

Check Point, ICP)을 이용하여 3차원 위치 정확도를 평

가하였다. Table 2에 각 스테레오 모델에서 산출한 3차

원 위치 좌표의 오차를 RMSE로 나타냈다.

동종센서 스테레오 모델의 경우 영상의 해상도를 고

려하면 수평·수직 방향으로 각각 1~2pixel 내외의 오차

를가지고 3차원위치가결정되었다. 이종센서스테레오

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기하가 형성된 1, 4번째 조합에

서는 동종센서 스테레오와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가 산

출되었으나, 불안정한 기하가 형성된 2, 3번째 조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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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atellite images used and GCP and ICP configurations.
(b) KOMPSAT-2 stereo images and GCPs distribution

(a) SPOT-5 stereo images and GCPs distribution

(c) Image coverage and ICPs distribution

Table 2.  Comparison of positioning accuracy between single-sensor stereo and dual-sensor stereo pairs

Stereo type Combination Convergence
angle BIE angle Asymmetry

angle
Horizontal
accuracy

Vertical
accuracy

Single-sensor
stereo

SPOT-5 stereo 43.90˚ 88.33˚ 3.41˚ 3.06 m 1.80 m
KOMPSAT-2 stereo 47.68˚ 89.34˚ 6.64˚ 2.18 m 1.74 m

Dual-sensor
stereo

SPOT-5 scene-1/
KOMPSAT-2 scene-1 48.73˚ 80.83˚ 4.62˚ 2.87 m 2.88 m

SPOT-5 scene-1/
KOMPSAT-2 scene-2 9.52˚ 73.40˚ 8.80˚ 4.74 m 14.97 m

SPOT-5 scene-2/
KOMPSAT-2 scene-1 11.43˚ 61.72˚ 3.42˚ 6.98 m 11.13 m

SPOT-5 scene-2/
KOMPSAT-2 scene-2 40.62˚ 83.61˚ 6.60˚ 1.95 m 3.55 m



는수평·수직방향으로큰오차가산출되었다. 이는 4장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테레오 기하 요소 영향으로 인

해 위치 변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Convergence angle

이 제일 작은 2번 조합의 경우 가장 큰 수직 오차가 산출

되었으며, BIE angle이 가장 낮은 3번 조합의 경우 수평

오차가 가장 크게 산출되었다. 이는 Fig. 2에서 분석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기하 요소의 영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

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Fig. 6와 Fig. 7에 각각 동종

센서 스테레오와 이종센서 스테레오의 수평오차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는 두 가지 스테레오 모델

에서 스테레오 기하 요소가 3차원 위치 정확도에 미치

는 영향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그림에서 원점을 참값

좌표(Fig. 2에서 T)로 가정하였으며, 스테레오를 구성하

는 두 영상의 개별 위치 오차(Fig. 2에서 TP1
→
, TP2
→

)를 나

타냈다. 그리고 두 개의 수평 위치를 표시하였다. 하나

는 두 오차벡터 끝점간의 중점, 다른 하나는 실제 스테

레오 모델로부터 산출된 수평 위치이다. Fig. 2(a)에 제

시한 분석에 따르면 스테레오 모델이 이상적인 기하 조

건을 가지는 경우 두 수평 위치는 동일한 지점에 형성된

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동종센서 스테레오의 경우 실제

로 두 수평 위치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상적인 스테레오 기하 조건에서 수평 위치는 두 센서

의 개별 위치오차에 의해서 결정되며, 스테레오 기하 요

소로 인한 위치 변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이종센서 스테레오의 경우 각 조합마다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동종센서와 거의 유사한 안정적인 스

테레오 기하를 형성하는 1, 4번 조합의 경우 두 수평 위

치가 거의 동일한 지점에 형성되었다. 이 경우 동종센

서 스테레오와 마찬가지로 기하 요소로 인한 위치 변이

가 거의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안정한 기하가 형

성된 2, 3번 조합의 경우 두 수평 위치가 크게 달랐다. 이

는 Fig. 2에서 분석한 데로 기하 요소 변이로 인해 위치

변이가 크게 일어났음을 의미하며 Fig. 7은 이러한 기하

요소의 영향을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불안정한 기하를

형성하는 이종센서 스테레오의 경우 기하 요소로 인해

3차원 위치 오차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번에는 유사한 스테레오 기하 조건을 가진 동종센

서 스테레오와 이종센서 스테레오 모델의 정확도를 비

교해 보았다. 이종센서 스테레오의 1, 4번 조합의 경우

동종센서 스테레오 모델과 유사한 스테레오 기하를 형

성하며, Fig. 7에서와 같이 기하 요소로 인한 위치 변이

또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 두 조합을 동종센서 스

테레오 모델 정확도를 비교해 보았다. 스테레오기하요

소가 위치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즉 스테

레오 기하가 안정적인 경우 3차원 위치 정확도는 영상의

해상도에비례하여형성되는것이일반적이다. 예를들어,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연구를 살펴보면 SPOT-5 (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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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isual analysis of horizontal positioning errors of single-sensor stereo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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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isual analysis of horizontal positioning errors of dual-sensor stereo images.

Fig. 8. The change of horizontal and vertical position according to directional similarity of two error vectors.



보다는 IKONOS(1 m)가 높은 정확도를, IKONOS보다

는QuickBird(0.6 m)가 높은 정확도를, QuickBird 보다는

WorldView(0.5 m)가 높은 정확도를 산출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SPOT-5/KOMPSAT-2

이종센서 스테레오의 경우 SPOT-5 스테레오보다는 높

은 정확도를 KOMPSAT-2 스테레오보다는 낮은 정확

도를 산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험 결과를 확인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종센

서 스테레오의 수평 위치 정확도는 예상보다 더 높았으

며, 수직 위치 정확도는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 예를 들

어, 1, 4번 조합의 이종센서 스테레오 모델 모두 SPOT-5

스테레오 모델보다도 더 큰 수직 오차를 산출하였으며,

그리고 4번 조합의 경우KOMPSAT-2 스테레오 모델보

다 더 작은 수평 오차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원인을 밝

혀 내기 위해 Fig. 6과 Fig. 7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두 가

지 스테레오 모델에서 개별 위치 오차 간 상관성에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아냈다. Fig 6과 Fig. 7에서와 같이 스

테레오 모델을 구성하는 두 영상은 개별 위치 오차를 갖

게 되는데, 동종센서 스테레오의 경우 두 개별 위치 오

차의 방향성이 비교적 유사한 반면, 이종센서 스테레오

에서는 방향성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실제 이러한 차

이가 수평·수직 정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를 Fig. 8에 나타냈다.

Fig. 8에 스테레오 모델에서 산출된 3차원 위치의 수

평 수직 오차를 나타냈으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두 영상의 개별 위치 오차의 크기는 동일하되, 방향성

이 점차 달라지는 것을 가정하였다. 두 오차 방향성이

상이할수록 수직 위치 오차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수

평 위치오차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러한 분석 결과는 유사한 기하 조건을 갖는 동종센서 스

테레오와 이종센서 스테레오 모델의 위치 정확도 차이

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의 동종센서

스테레오 모델과 이종센서 스테레오 모델을 기하 특성

과 3차원 위치 정확도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동종센서

스테레오의 경우 센서 내 스테레오 취득 원리에 의해 이

상적인 기하가 형성되는 반면, 이종센서 스테레오의 경

우 서로 다른 촬영 조건을 가진 두 영상이 임의로 결합

됨에 따라 다양한 기하가 형성되며, 때로는 매우 불안

정한 기하가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스테레

오 모델은 3차원 위치 정확도 측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

였다. 불안정한 기하를 형성하는 이종센서 스테레오의

경우 동종센서 스테레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위

치 변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스테레오 모델 정확도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안정적인 기하를 갖는 이

종센서 스테레오의 경우에도 동종센서 스테레오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영상의 해상도를 감안할 때, 수평 정

확도 측면에서는 동종센서 스테레오에 비해 더 높은 정

확도를 산출하였으나, 수평 정확도 측면에서는 더 낮은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지금까지 원격탐사분야에서는 고해상도 위성 스테

레오 영상 활용 시 스테레오 기하 분석은 거의 수행되

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안정적인 기하를 형

성하는 동종센서 스테레오 영상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종센서 스

테레오의 경우 다양한 기하를 형성하며 때로는 큰 위치

변이를 일으키는 불안정한 기하를 형성하기 때문에 영

상 활용 시 스테레오 기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

히 Convergence angle 이외에 BIE angle과 asymmetry

angle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스테레오 모델

을위해이종영상간결합시너무작은 convergence angle,

BIE angle 또는 너무 큰 asymmetry angle을 갖는 조합은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 지역에 여러 장의 영상이

존재하여 동종센서 스테레오 자료와 이종센서 스테레

오 자료 모두 활용이 가능한 경우 수직 위치 정확도를

고려하면 동종센서 스테레오를, 반대로 수평 위치 정확

도를 고려하면 이종센서 스테레오를 이용하는 것이 유

리하다. 그러나 이는 영상의 해상도와 스테레오 기하가

유사한 경우일 때에 한하며, 정밀한 스테레오 모델 수

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스테레오 기하와 높

은 영상 해상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의 스테레오 기하 특성

과 모델 정확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성 스테레

오 자료 특히 향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종위성

스테레오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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