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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검정 방법과 내부표정 요소 적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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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e present study, the interior orientation parameters were computed by using various
kinds of methods. Five DSMs (Digital Surface Models) in total were produced by applying interior
orientation parameters to the image processing, and the accuracy was evaluated. In order to use interior
orientation parameters as independent variables of DSM accuracy, flight parameters and exterior
orientation parameters that can affect the accuracy of DSM were set to be the only fixed variables.
From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the RMSE of campaign 3-2 was found to be 0.0305 m, which

was the most favorable result. Thus, it is advisable to produce DSM by adjusted interior parameters after
figuring out the interior orientation parameters using a camera calibration program at laboratory
environment.
Key Words : UAS, Camera Calibration, Interior and Exterior Orientation, DSM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내부표정 요소를 산출하였다. 내부표정 요소를 영상처리 과정에

적용하여 총 5개의 DSM(Digital Surface Models)을 제작한 뒤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내부표정 요소를

DSM 정확도의 독립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DSM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행요소와 외부표정 요소를

단일 고정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campaign 3-2의 RMSE가 0.0305 m로 가장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실험실 환경에서

카메라 검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부표정 요소를 확인한 뒤, 최적화를 통해 획득한 수정된 내부표정 요소를

이용해 DSM을 제작하는 것이 가장 정확도가 높은 DSM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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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UAS(Unmanned Aerial System) 및 UAV(Unmanned

Aerial Vehicle) 기술이 발전하고 대중화되면서 이를 활

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

로 광학(RGB) 카메라가 탑재된 UAV를 통해 항공사진

을 촬영하고, 영상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DSM(Digital Surface Model) 및 정사영상을 국토, 환경,

행정, 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UAS연구는 그 목적에 따라 분석 대상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영상처리의 결과물인 DSM의 정확도를 검

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다(Sebastian and Jochen, 2014;

Tonkin et al., 2014; Kim et al., 2015). 초기에는 단편적인

DSM의 정확도 검증에 그쳤지만 자료가 축적되면서 결

과물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Yu et

al., 2016; Turner et al., 2016). 정사영상과 DSM 외에도

NDVI(NormalizedDifference Vegetation Index, 정규식생

지수)와 열화상과 같은 영상자료를 획득하고 이를 검증

하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Gini et al., 2012; Nishar et al.,

2016). 또한 토양 침식량 계산과 지질학적 단층 및 작물

의 작황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UAS를 통해 제작한

결과물을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Peter et al., 2014; Luna

and Lobo, 2016; Vollgger and Cruden,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SfM(Structure from Motion) 알

고리듬에 기반한 영상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

에 비행요소와 카메라의 외부 및 내부표정 요소가 결과

물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Caroti et al., 2015;

Shahbazi et al., 2015; James et al., 2017). 기존 UAS기반의

DSM정확도 평가 연구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비행요

소와 외부표정 요소 및 카메라 검정 방법에 따른 내부

표정 요소를 독립변수로 활용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비행요소를 독립변수로 활용한 연구 중, Lee et al.

(2015)는 촬영 방향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모델의 정

확도를 검증하였고, Udin and Ahmad(2014)는 고도를 활

용하였으며, James et al.(2017)는 중복도와 고도 등 변수

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독립변수로써 외부표정 요소를 활용한 연구 중, Uysal

et al.(2015)와 Ruzgiene et al.(2015), Aguera-Vega et al.(2017)

은 지점 측량을 통해GCP(Ground Control Point, 지상기

준점)과 CP(Check point, 참조점)를 획득하였고, 이를 이

용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Yoo et al.(2016)과

Mesas-Carrascosa et al.(2016), James et al.(2017)은 비행요

소와 외부표정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모델의 정확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카메라 검정 방법 및 내부표정 요소와 관련한 초기

연구는 Brown(1971; 1976), Grun(1978) 등의 연구자에

의해 사진공학과 사진측량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고, 이후 고가의 측량용 카메라뿐만 아니라 저가의 비

측량용카메라를이용한연구가이루어졌다(Jeong, 2011;

Lee and Oh, 2012).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서야 UAV용

카메라를 이용해 내부표정 요소의 분석과 검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Han et al., 2016; Cucci et al., 2017).

그러나 지금까지 UAS기반으로 DSM제작과 같은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한 연구 중 비행요소와 외부표정

요소를 독립변수로 상정한 연구는 카메라 검정 방법 및

내부표정 요소에 대한 기술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반면, 카메라 검정 방법 및 내부표정 요소를 독

립변수로 활용한 연구는 UAS연구의 종속변수인DSM

의 정확도 검증에 중점을 두지 못 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처리 프로그램의 자체 카

메라 검정(이하 자체 카메라 검정) 및 실험실 환경에서

의 카메라 검정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카메라 검정을 실

시하여 내부표정 요소를 산출하였고, 이를 영상처리 과

정에 적용하여DSM을 제작한 후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UAS기반의DSM제작 시 결과

물의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카메라 검정(Camera Calibration)을
통한 내부표정 요소 확인의 필요성

왜곡을 일으키는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된 영상과 대

상공간과의 기하학적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카메

라와 렌즈의 특성을 알아야 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

해 내부표정 요소를 계산하는 일련의 과정을 카메라 검

정(Calibration)이라고 한다. 특히 카메라의 화소 및 이미

지 센서 크기와 같은 정량적 파라미터 외에 렌즈에 대

한 초점거리와 방사왜곡량과 같이 사진측량을 위해 필

요한 내부표정 요소인 정성적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것

이 카메라 검정이다(Won et al., 2012).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5-3, 2017

–788–



측량용 카메라가 아닌 일반 카메라를 이용해DSM과

같은 3차원 모델 등의 영상처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내

부표정 요소를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카메라 검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Oh et al., 2006). 특히 대부분UAV용

카메라는 글로벌 셔터가 아닌 롤링 셔터 방식을 채택하

고 있으며, 측량용 카메라 및 렌즈와 달리 제조사로부

터 구체적인 검정 변수들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 검정을 통한 내부표정 요소를 확인하는 작업이

특히 요구된다.

3. 연구 재료와 대상 지역

1) 연구 재료

본 연구에서는DSM제작을 위한 영상처리 프로그램

으로Agisoft社의Photoscan(v. 1.2.6)을사용했다. Photoscan

은 카메라 검정을 통해 내부표정 요소를 미리 파악하지

않아도 사진 정렬 시 자체 검정 알고리듬을 통해 내부

표정 요소를 파악한다.

그러나 더욱 정밀한 내부표정 요소를 확인하고자 할

때, Agisoft社는Photoscan의패키지프로그램인Photoscan

Lens를 사용해 실험실 환경에서 내부표정 요소를 확인

할 것을 권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환경에서 내

부표정 요소를 추출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v. 0.4.2)을

사용하였다.

Adobe Lightroom(v. 6.3)은 원본 영상의 왜곡을 보정

하는데 사용하였다. Lightroom은 프로그램에 탑재된 렌

즈 프로필 교정 기능을 사용하여 원본 영상의 왜곡을 보

정해준다.

항공사진촬영을위해서DJI社의Phantom3 Advanced

를 사용하였으며, 지점 측량(GCP및 CP측량과 측선 측

량)은 CHC社의 VRS-RTKGNSS인X9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UAV용 카메라와 VRS-RTK GNSS의

세부정보는 다음과 같다(Table 1).

2) 연구 대상 지역

연구 대상 지역은 충청남도 태안군 파도리에 위치한

파도리 해빈과 그 주변 지역이다(Fig 1). 파도리 해빈은

전면에 파식대와 사질 및 역질 해빈이 복합적으로 나타

나 영상처리 시 질감 분류에 유리하다. 배후에는 해안

사구와 그 위에 위치한 인공구조물 그리고 해식애, 소

나무 군락이 부분적으로 나타나 전면의 해빈 및 파식대

와 큰 고저차를 보인다. 따라서DSM제작 시 이러한 고

저차가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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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Camera of the UAV and VRS-RTK
GNSS(http:www.dji.com/, http://www.chcnav.com)

Item Specifications

Camera 
of the 
UAV

Model FC300S
Software Version v01.25.5432

Sensor
Size: 1/2.3″ CMOS
Effective pixels: 12.4 M
(total pixels: 12.76 M)

Lens

FOV: 94°
3.61mm (35 mm format
equivalent: 20 mm)
f/2.8 focus at ∞

ISO Range 100 – 1600 (auto)
Electronic Shutter
Speed 8 – 1/8000 s (auto)

Image Size 4000 × 3000

VRS-RTK
GNSS

Model X90

RTK
Horizontal + (10mm + 1ppm) RMS
Vertical + (20mm + 1ppm) RMS

Static
Horizontal + ( 5 mm + 1ppm) RMS
Vertical + (10mm + 2ppm) RMS

Fig 1.  Study Area.



4. 연구 방법

일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DSM을 구축할 때는 정교

한 카메라 검정 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술·연구·

토목 설계 등 특수 목적으로 이용되는 DSM의 경우, 높

은 정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정밀한 카메라 검정을 통

해 내부표정 요소를 확인하여 정확도가 높은DSM을 제

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 카메라 검정 및

실험실 환경에서의 카메라 검정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내부표정 요소를 산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총 다섯 개

의DSM(campaign 1~3-2)을 제작한 뒤 정확도를 평가하

였다(Fig 2).

campaign 1은 원본 영상을 이용하여 Photoscan자체

카메라 검정 방식으로 내부표정 요소를 산출한 뒤DSM

을 제작하였다. campaign 2-1과 2-2는 Lightroom으로 왜

곡 보정을 실시한 영상을 사용하였다. 이중 campaign 2-

1은 렌즈 왜곡이 보정된 것으로 전제하여 내부표정 요

소를 산출하지 않은 채DSM을 제작하였다. campaign 2-

2는 왜곡 보정된 영상을 사용하였지만 Photoscan자체

카메라 검정 방식을 추가로 실시하여 내부표정 요소를

산출한 뒤DSM을 제작하였다.

campaign 3-1과 3-2는 campaign 1과 같이 원본 영상을

이용하였다. 이중 campaign 3-1은 실험실 환경에서 카메

라 검정을 통해 내부표정 요소를 산출한 뒤, 이를 영상처

리에 직접 이용하여DSM을 제작하였다. campaign 3-2는

실험실 환경에서 카메라 검정을 통해 내부표정 요소를

확인하고 이후 자체 카메라 검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

정된 내부표정 요소를 산출한 뒤DSM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카메라 검정 및 내부표정

요소 적용 방법을 적용하여 제작한DSM의 정확도를 검

증하기 위해 영상처리 시 독립변수로 작용하는 비행변

수와 외부표정 요소를 고정하였다. 비행변수는 자동비

행·촬영을 통해 종·횡 중복도, 고도 등이 통일된 하나의

항공사진 세트를 이용함으로써 고정하였다.

지점 측량은CHC社의X90로 실시하였다. 지점 측량

은 항공사진에서 판독이 가능하여 외부표정 요소로 사

용할 수 있는 GCP(13개 지점)와 CP(6개 지점) 측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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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chart of methodology.

Fig 3.  Distribution of GCPs, CPs, and Profiles points.



리고 DSM검증을 위한 측선(83개 지점) 측량으로 구분

된다(Fig 3).

GCP와 CP의 위치는 연구 지역의 전체 면적과 고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빈, 파식대, 인공구조물 등에

고르게 배치하였다. 세 개의 측선은 총 83개의 지점 측

량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지점 간의 간격은 약 5 m를 유

지하였다.

일부 인공구조물 위의 지점 측량은 비행 후에 실시하

였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측량은 비행 전후에 신속히

이루어졌다. 이는 측량 시기와 UAV항공사진 촬영 시

기 사이에 지표면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하기 때

문이다.

외부표정 요소 중 DSM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GCP의 배치와 개수를 영상처리 시 동일하게 적용하

였다. 영상처리 시 마다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는 GCP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하나의 GCP및 CP세트만 제작

한 뒤 이를 불러들여오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Photoscan은 SfM알고리듬에 기반으로 하여 2차원

사진을 X, Y, Z값을 갖는 3차원 점군으로 변환시키며,

이때 사용된 GCP와 CP에 대하여 X, Y, Z값의 RMSE

(Root Mean Square Error, 평균 제곱근 오차)를 산출한다.

이러한 RMSE결과 값 또한 카메라 검정 방법에 따라 다

르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우선 GCP와 CP의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DSM은 3차원 점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간법을 통

하여 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표정 요소 외의 모

든 변수를 통일하기 위하여 보간법 또한 프로그램 상에

서 설정된 기본 값으로 고정하였다. DSM의 정확도 평

가는 VRS-RTK방식의GNSS를 이용하여 세 개의 측선

에서 총 83개의 지점을 측량한 뒤 제작된 DSM과 비교

하여 오차 값 및 RMSE와 R2를 분석하였다.

5. 내부표정요소획득을위한카메라검정과

GCP, CP 정확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내부표정 요소

를 획득하였다. campaign 1과 2-2은 자체 카메라 검정 방

법을 이용하여 내부표정 요소를 획득하였고, campaign

2-1는 카메라 검정 과정을 생략하였다.

campaign 3-1과 3-2는 실험실 환경에서 카메라 검정

을 통해 내부표정 요소를 산출하였다. 실험실 환경에서

의 카메라 검정은 검정용 체스보드가 출력된 55인치

LED TV를 촬영한 뒤 Agisoft Lens를 통해 실시하였다

(Fig 4, 5).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내부표정 요소를 획득한 뒤

(Table 2), GCP와 CP를 입력하고 카메라 최적화 과정을

거쳐 GCP와 CP의 RMSE를 산출하였다(Table 3, 4). 내

부표정 요소 중 F는 초점거리를 의미한다. Cx, Cy는 초

점거리의 왜곡 계수이며, K1~4는 방사왜곡 계수이다.

B1~2는 초점면 2차원 왜곡 계수이고, P1~2는 렌즈 편심왜

곡 계수를 의미한다.

Table 3과 4에서 X, Y, Z error는GCP와 CP의 X, Y, Z

좌표에 대한 각 RMSE를 나타내며, XY error는 GCP와

CP의 XY좌표에 대한 RMSE를 의미한다. Total error는

모든 GCP와 CP에 대한 평균 RMSE를 나타내고,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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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Chessboard for camera calibration in laboratory
environment.

Fig 5.  The sequence of images of the test pattern for camera
calibration(for campaign 3-1, 3-2).



error는 모든 GCP와 CP위치에 대한 사진 상 X, Y좌표

의 RMSE를 의미한다.

GCP의 Z RMSE는 campaign 1이 2.046 mm로 가장 낮

았으며,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campaign 2-2가 가장 낮

은 RMSE를 보였다. CP의 X와 Z RMSE는 campaign 1이

각각 5.154, 1.604 mm로 가장 낮았으며, 이외의 모든 항

목에서 campaign 2-2가 가장 낮은 RMSE를 보였다.

GCP와 CP의 모든 항목에서 campaign 2-1이 가장 높

은 RMSE를 보였다. 이는 단순히 영상의 왜곡만을 보정

한 채 추가적인 카메라 검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Lightroom은 영상의 방사왜곡을

어느 정도 교정해주지만 구체적인 내부표정 요소를 제

공하지 않으며, 접선왜곡과 같이 카메라와 렌즈의 제작

당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은 사실상 교정할 수 없기 때

문에 이러한 큰 오차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6. DSM 정확도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카메라 검정 및 내부표정

요소를 적용하여 총 5개의 DSM을 제작하였다(Fig. 6).

DSM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총 세 개의 측선 측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5-3, 2017

–792–

Table 2.  The results of Camera Calibration

Parameters campaign 1 campaign 2-1 campaign 2-2 campaign 3-1 campaign 3-2
F (pixels) 2299.09 2311.25 2206.52 2319.45 2319.45
Cx (pixels) 0.696186 0 -0.680789 3.12057 1.15121
Cy (pixels) 32.644 0 30.4753 28.4359 32.3159

K1 -0.00114675 0 0.141515 0.00119257 -0.00221117
K2 -0.0339312 0 -0.109509 -0.0540631 -0.03206
K3 0.0606175 0 0.0141862 0.0875155 0.0602789
K4 -0.0244559 0 0.00380636 -0.0388117 -0.0248039
B1 -9.62302 0 -9.47688 -2.04695 -9.8585
B2 -0.448107 0 -0.447294 -2.04561 -0.46696
P1 0.000240418 0 0.000186429 -0.000383454 0.000249863
P2 -0.000421031 0 -0.000859051 -0.000374354 -0.000426471

Table 3.  RMSEs of Ground Control Points

GCP (13 points) campaign 1 campaign 2-1 campaign 2-2 campaign 3-1 campaign 3-2
X error (mm) 4.868 10.850 4.769 12.087 5.394
Y error (mm) 4.753 13.568 3.945 7.128 5.034
Z error (mm) 2.046 53.713 2.132 11.215 2.554
XY error (mm) 6.804 17.372 6.190 14.032 7.378
Total (mm) 7.105 56.452 6.546 17.963 7.807
Image (pix) 0.537 46.480 0.458 10.180 0.556

Table 4. RMSEs of Check Points

CP (6 points) campaign 1 campaign 2-1 campaign 2-2 campaign 3-1 campaign 3-2
X error (mm) 5.154 12.924 5.619 14.853 5.680
Y error (mm) 7.155 16.311 6.004 7.704 7.148
Z error (mm) 1.604 54.932 1.672 11.647 3.468
XY error (mm) 8.818 20.810 8.223 16.732 9.130
Total (mm) 8.962 58.742 8.392 20.387 9.766
Image (pix) 0.611 53.060 0.519 10.740 0.615



량을 통해 83개 지점에 대한 고도 값을 획득하였고, 이

를 동일 지점의 DSM 고도 값과 비교하여 오차 값과

RMSE, R2를 산출하였다.

campaign 2-1의 경우, DSM의 최고점이 연구지역 북

쪽에서 나타나며, 다른 DSM에 비해 고도가 매우 높다.

이는 카메라 검정을 거치지 않은 채 DSM을 제작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로 판단된다. campaign 2-1을 제외

하면 각 DSM의 최고점은 46.2053 m(campaign 3-2)부터

49.6174 m(campaign 3-1)의 분포를 보이며, 최저점은 -

27.2182 m(campaign 3-1)부터 -13.4835 m(campaign 1)의

범위를 가진다.

campaign 2-1을 제외하면 각 DSM간 최고점이 큰 편

차를 보이지 않는데 반해(3.4121 m), 최저점은 상대적으

로 큰 편차를 보인다(13.7347 m). 각DSM에서 최저점은

바다 지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SfM알고리듬

에 기반한 영상처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면 지역에

인접한 지역의 DSM을 제작할 때 주로 나타난다. 수면

지역을 촬영한 영상의 질감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영

상 정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점 측량을 통해 고도 값을 획득한 지점(측선)에서

DSM을 차연산하여 오차 값을 획득한 뒤 절대 값으로

치환하였다. 이는 연구 지역의 해발고도가 0 m보다 낮

은 곳이 있기 때문이다. DSM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

해 RMSE와 R2를 산출하였다(Fig. 7, Table 5).

campaign 2-1의오차값이나머지에비해대단히큰편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차의 합, 평균 오차, RMSE

가 매우 높았고 R2는 낮았다. 전술하였듯이 campaign 2-1

은 영상의 왜곡보정만 실시하고 카메라 검정 과정을 생

략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ampaign 3-2는R2항목에서 0.9999로 campaign 1과 같

이 통계적 설명력이 대단히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도 통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총 83개의 측량 지점과 DSM의 오차의

절대값 총합이 2.0808 m에 불과하여 한 지점 당 평균 오

차가 0.0251 m로 나타났다. 오차가 가장 큰 지점도 0.075

m에 지나지 않았으며, RMSE또한 0.0305 m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RMSE를 DSM의 통계적 정확도의 척도

로 봤을 때, 실험실 환경에서 카메라 검정을 통해 일차

카메라 검정 방법과 내부표정 요소 적용에 따른 UAS 기반의 DSM 정확도 평가

–793–

Fig 6.  DSMs of campaign 1 to 3-2.



적으로 내부표정 요소를 확인하고 이후 자체 카메라 검

정과 이미지 최적화를 통해DSM을 제작한 campaign 3-

2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

무보정 영상을 이용하여 자체 카메라 검정 방식으로

내부표정 요소를 산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영상처리를

한 campaign 1의 DSM의 RMSE가 0.0336 m로 campaign

3-2에 이어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실험실 환경에서 카

메라 검정을 통해 내부표정 요소를 산출한 뒤, 이를 영

상처리에 바로 이용하여DSM을 제작한 campaign 3-1의

RMSE가 0.0397 m로 그 뒤를 이었다.

Lightroom을 이용해 원본 영상의 왜곡을 보정한 뒤

자체 카메라 검정 방식을 거쳐 내부표정 요소를 산출하

여 영상처리를 한 campaign 2-2의 RMSE가 0.0424 m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campaign 2-1은RMSE가 0.4097

m로 나머지 결과에 비해 매우 높았다.

7.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자체 카메라 검정 및 실험실 환경에서

의 카메라 검정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내부표정 요소를

산출하고이를영상처리과정에적용하여총 5개의DSM

(campaign 1~3-2)을 제작한 뒤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내

부표정 요소를DSM정확도의 독립변수로 활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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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Error between DSMs and VRS-RTK Profile Points.

Table 5.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between DSMs and VRS-RTK Profile Points

campaign 1 campaign 2-1 campaign 2-2 campaign 3-1 campaign 3-2
Sum of errors (abs, m) 2.2211 27.1360 2.7117 2.7138 2.0808
Average errors (abs, m) 0.0268 0.3269 0.0327 0.0327 0.0251
max (abs, m) 0.0880 0.8560 0.1300 0.0970 0.0750
RMSE (m) 0.0336 0.4097 0.0424 0.0397 0.0305
R2 0.9999 0.9747 0.9998 0.9998 0.9999



해 DSM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행요소와 외

부표정 요소를 단일 고정변수로 설정하였다.

각기 다른 방법을 통해 내부표정 요소를 획득한 뒤

GCP와 CP를 입력하고 카메라 최적화 과정을 거쳐

GCP와 CP의 RMSE를 산출한 결과, GCP의 Z RMSE는

campaign 1이 2.046 mm로 가장 낮았으며,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campaign 2-2가 가장 낮은 RMSE를 보였다.

CP의X와ZRMSE는 campaign 1이 각각 5.154, 1.604 mm

로 가장 낮았으며, 이외의 모든 항목에서 campaign 2-2

가 가장 낮은 RMSE를 보였다. 반면, GCP와 CP의 모든

항목에서 campaign 2-1이 가장 높은 RMSE를 보였다.

각기 다른 카메라 검정 방법을 통해 내부표정 요소를

확인한뒤, 최적화를거쳐이를DSM제작에이용하였다.

지점 측량의 결과와 제작된 DSM간의 정확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campaign 3-2의 DSM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이후 campaign 1, 3-1, 2-2, 2-1 순으로 좋은 정

확도를 보였다.

따라서 외부표정 요소 및 비행변수가 통제된 상황에

서 최적의 DSM을 제작해야 한다면 campaign 3-2와 같

은 방법이 권장될 수 있다. 즉, 실험실 환경에서 카메라

검정을 통해 내부표정 요소를 확인하고 이후 자체 카메

라 검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정된 내부표정 요소를 산

출한 뒤DSM을 제작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campaign 1 DSM의 RMSE가 campaign 3-2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약 5mm에 불과하였고, 절대값

평균 오차는 약 1 mm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에 의한 DSM제작이 아니라면 campaign 1과 같은

방식으로 DSM을 제작하는 방법도 권장할 만하다 .

campaign 1의 경우 내부표정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는

작업과 카메라 왜곡을 보정하는 작업이 요구되지 않으

므로DSM제작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

문이다.

Photoscan Lens에는 다양한 카메라 검정 형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형식(Photo Modeler)을 이용하여

내부표정요소를확인하였으나Australis나 3DCalibCam,

CalCam등과같이다양한검정형식을사용할수도있다.

카메라 검정을 통해 내부표정 요소를 확인하는 작업

을 사전에 실시하여 제작한 campaign 3-2 DSM의 RMSE

가 가장 낮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전 카메라 검정 형식

에 대해 추후에 연구한다면 더욱 향상된 정확도를 갖는

DSM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반복된 카메라 검정을 실

시했을 때, 내부표정 요소의 계수가 항상 같지는 않다.

Jeong(2011)의 연구에서는 비측량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6개월 간 카메라 검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내부표

정 요소를 산출하였는데, 카메라 검정 시 주변 환경에

따라 내부표정 요소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비록 Jeong(2011)의 연구에서 카메라 내부표정 요

소를 이용하여 DSM을 제작하고 정확도를 평가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연구의 의의에 따라, 카메라 검정을 위

한 체스보드 촬영 시 항공사진을 촬영했을 때의 환경과

유사한 주변 환경(특히 온도와 습도)을 조성하는 것도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점 측량을 위해 사용한 VRS-RTK방식은 실시간

이동측위 방식인데 이는 정지측위 방식에 비해 정확도

가 다소 낮다. 실시간 이동측위 방식의 수직 오차 범위

는 20 mm(+1 ppm)이며 이는 일부 측량 지점과DSM간

의 오차범위에 포함되는 수치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

다 정확도가 높은 토탈 스테이션이나 정지측위 방식을

이용한 지점 측량으로 측량의 오차 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

연구 지역(DSM과 정사영상이 제작된 지역)의 가장

자리는 중앙지역에 비해 사진의 중복 매수가 적다. 사

진의 중복 매수가 적은 것은 SfM알고리듬을 이용한 영

상처리 프로그램의 특성상DSM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따라서 정확도 평가를 위한 세 개의 측선은

모두 연구 지역의 중앙에 배치했다.

연구 지역의 중앙에 배치된 측선만을 통해 구축된

DSM의 전체 면적에 대해 정확도를 평가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해안 지역의 DSM을 구축할 때는 바다 지역을

제외하기 위한 마스킹 작업을 실시하므로 사진의 중복

매수가 적은 지역을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관심 지

역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UAV항공사진 촬

영 지역을 충분히 넓히면 관심 지역에 대한 사진의 중

복 매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외부표정 요소와 비행요소를 고정변수로

설정하고 내부표정 요소만 고려하여 DSM을 제작하였

기 때문에 내부표정 요소와 관련된 DSM제작 및 정확

카메라 검정 방법과 내부표정 요소 적용에 따른 UAS 기반의 DSM 정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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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가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진행되

는 연구에서는 전술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면

UAS기반의 DSM제작에 있어 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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