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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eds to study on distance measurement accuracy in aerial and satellite photogrammetry are 

rapidly increased. However, conventional studies show some confused definitions between 

measurement accuracy and measurement precision as well as standard deviation(STDEV) and root 

mean square error(RMSE or RMSD).

So, Finite definitions of  measurement accuracy and measurement precision as well as STDEV 

and RMSD are addressed in this paper.

Experiment result show using correct definitions improve the distance measurement accuracy 

in aerial and satellite photogrammetry rapidly, but not the distance measurement accuracy in aerial 

and satellite photogrammetry  

▸Keywords : distance measurement accuracy, distance measurement precision, standard deviation, root 

mean square error, root mean square deviation

요  지

항공사진측량과 성 상측량에서 거리측정정확도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표 편차와 제곱평균편차간은 물론이고 측정정확도와 측정정 도간의 정의에 한 

경향성 있는 혼동된 이해가 들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공사진측량과 성 상측량에서 거리정확도에 한 표 편차와 제곱평균편차

간은 물론이고 측정 정확도와 측정 정 도간의 계에 한 제한 인 정의를 제안한다.

실험결과는 제안한 정확한 정의가 거리측정 정 도가 아닌 항공사진측량과 성 상측량에서 거

리정확도에서의 개선을 가져옴을 보여 다.  

▸핵심어: 거리측정정확도, 거리측정정 도, 표 편차, 제곱평균오차, 제곱평균편차

1. 서 론

항공사진측량과 성 상측량에서 최근 항공사진과 성 상의 지상샘 거리(GSD: 

Ground Sample Distance)가 서 미터(Sub-meter)까지 정 해지면서 사진측량(Photogram- 

metry)의 거리측정정확도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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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기존 연구들에서는 표 편차와 제곱평균편차간은 물론이고 측정정확도와 측정정 도간

의 정의에 한 경향성 있는 혼동된 이해가 들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공사진측량과 성 상측량에서 거리정확도에 한 표 편차와 제

곱평균편차간은 물론이고 측정 정확도와 측정 정 도간의 계에 한 제한 인 정의를 제

안한다.

3. 연구내용

3.1 실험 상지역  실험 데이터

본 연구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디지털지  시법구축지역을 상으로 GSD 41cm  

GeoEye-1 팬크로매틱과  GSD 165cm  GeoEye-1 멀티스펙트랄(B,G,R,NIR) 스테 오 페

어 각각 두씬의 상을 촬 하여 DEM을 추출하여 정사보정하고 디지털지  시법구축지역 

도면의 3차원 검사 들과 3차원 세계좌표를 비교평가한 후 성 상측량에서 거리정확도에 

한 표 편차와 제곱평균편차간은 물론이고 측정 정확도와 측정 정 도간의 계에 한작

업지침들을 정의하 다.

3.2 성 상 에피폴라 지오메트리 거리정확도

촬 궤도고 681km, 기선고도비 0.6의 GSD 41cm  GeoEye-1 팬크로매틱 스테 오페어

의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는 기존 IKONOS 성 상과는 달리 수평거리정확도 최  RMSD 

25cm(Worst Case)와 수직고도정확도 최  RMSD 40cm(Worst Case)를 목표로 설계되어 

디지털지  구축을 한 토지 측량 허용 연결오차를 70%정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측

되었다.

4. 결과 분석

실험결과는 제안한 정확한 정의가 거리측정 정 도가 아닌 항공사진측량과 성 상측

량에서 거리정확도에서의 개선을 가져옴을 보여 다.

5. 결 론

항공사진측량과 성 상측량에서 거리정확도에 한 표 편차와 제곱평균편차간은 물

론이고 측정 정확도와 측정 정 도간의 계에 한 제한 인 정의를 제안하여 제안한 정확

한 정의가 거리측정 정 도가 아닌 항공사진측량과 성 상측량에서 거리정확도에서의 개

선을 가져옴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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