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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al-time image georeferencing is required to generate spatial information rapidly from
the image sequences acquired by multi-sensor systems. To complement the performance of
position/attitude sensors and process in real-time, we should employ on-line aerial triangulation based
on a sequential estimation algorithm. In this study, we thus attempt to derive an efficient on-line aerial
triangulation algorithm for real-time georeferencing of image sequences. We implemented on-line
aerial triangulation using the existing Given transformation update algorithm, and a new inverse normal
matrix update algorithm based on observation classification, respectively.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two algorithms in terms of the accuracy and processing time, we applied these algorithms to
simulated airborne multi-sensory data. The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the inverse normal matrix
update algorithm shows 40 % higher accuracy in the estimated ground point coordinates and eight times
faster processing speed comparing to the Given transformation update algorithm. Therefore, the inverse
normal matrix update algorithm is more appropriate for the real-time image georeferencing.

Key Words : Observation Classification, Inverse Normal Matrix Update, On-line Trian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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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멀티센서 시스템으로부터 취득된 상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생성하기 위해서 상의

실시간 지오레퍼런싱이 요구된다. 위치/자세 센서의 성능을 보완하며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려면 연속 추정

알고리즘을활용한온라인항공삼각측량이수행되어야한다. 본연구는연속적으로취득되는 상의실시간

지오레퍼런싱을 위한 효율적인 온라인 항공삼각측량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의 기븐스 변환 갱신

알고리즘과최근개발된관측값분류에기반한정규행렬역행렬갱신알고리즘을활용하여온라인항공삼각

측량을구현하 다. 정확도와연산속도측면에서두알고리즘의성능을비교검증하기위하여항공멀티센

서시스템으로부터취득된센서데이터를모의생성하고이를적용하 다. 적용결과, 관측값분류에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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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연속 추정(sequential estimation)에 기반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On-line Triangulation, OLT)은 상이
나공액점(tie points)이추가되는시점마다항공삼각측

량(Aerial Triangulation, AT)을 수행함으로써 상의

외부표정요소나공액점에상응하는지상점좌표와같은
미지수를갱신및추정하는과정이다. 과거아날로그필

름 상을활용한사진측량에서고해상도CCD(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와컴퓨터기술의진보로 상

취득 및 측정, 조정, 분석에 이르는 과정이 자동화된 수
치해석 사진측량으로 진보되면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

을 통하여 사진측량 과정에서 측정값의 품질 평가
(Quality Control)가 가능하 다. 처리 속도 뿐만 아니

라항공삼각측량과정에서측정값의잉여도와정 도를
평가함으로써프로세스의종료시점에예상되는결과물

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되면서 산업 분야에서는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을 통한 측정값의 품질 평가의 중

요성이 널리 인식되었다 (Kersten et al., 1992). 이에
따라 Mikhail and Helmering(1978)은 상호표정

(Relative Orientation) 과정에서 기존의 관측 방정식

(observation equation)에 공액점이 추가되거나 삭제
될 때마다 정규 행렬식(normal equation)의 역행렬을

신속하게 갱신함으로써 관측값의 잔차를 제공할 수 있
는 방법론을 제시하 고, Gruen(1982)은 온라인 항공

삼각측량에 TFU(Triangular Factor Update)을 활용
하여관측값이추가또는삭제될때마다축소정규행렬

식(reduced normal equation)을 신속하게 갱신하여
상의 외부표정요소와 지상점 좌표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소개하 으며, Kersten and Baltsavias
(1994)는 기븐스 변환(Givens Transformation)에 기

반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을 이용하여 모바일 로봇에
탑재된 두 대의 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를 연속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온라인 항공
삼각측량에 적용될 수 있는 연속 추정 알고리즘의 범주

는 칼만 공분산 행렬 갱신(Kalman Covariance

Update), 삼각 행렬 요소 갱신(Triangular Factor

Update), 기븐스 변환 갱신(Givens Transformation

Update) 방법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간의 성능

비교검증결과희소행렬(sparse matrix) 구조를가장

잘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의 구현이 용이하고 연산 시 요

구되는 저장 공간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알고

리즘은 기븐스 변환 갱신에 기반한 알고리즘임이 증명

되었다(Wyatt, 1982; Gruen, 1985).

과거에는 주로 두, 세장의 상에 대해 공액점만 추

가되어 프로세스 중에 관측값의 품질 평가를 위해 온라

인 항공삼각측량 시스템이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더

욱 짧은 시간에 대량의 상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 시스템의 처리 속도에 대한 요구

도가 증가하 다. 세계적으로 재난/재해의 발생빈도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방 기술의 고도화로 인하

여 상과 같은 센서 데이터를 획득함과 동시에 대상지

역의 공간정보를 고속으로 도출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

터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최경아 외, 2011). 또한

스마트폰을플랫폼으로다양한마이크로센서가탑재되

어 스마트폰으로 취득되는 상 상에 현실의 디지털 주

석을 표현하기 위한 상 트래킹 기반의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구현에많은관심이집중되

고 있다(김희관, 2009). 그 밖에 카메라 등이 탑재된 무

인헬기 및 무인자동차를 사람이 직접 접근하여 감시/정

찰하기 어려운 원격지로 보내어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무인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최경아와 이임평, 2009a). 이와 같은

상을통한실시간모니터링, 상트래킹기반의증강

현실, 상기반 네비게이션이 가능하려면 상이 취득

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카메라의 위치/자세를 결정하여

상을 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할 수 있어야 한

다. 카메라의노출시점의위치/자세를실시간으로결정

하기가장간편한방법은GPS/INS 시스템과같은위치

/자세 센서에 의존하는 방법(Direct Georeferencing,

DG)이나 정 한 결과를 위하여 고가의 센서를 활용해

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많은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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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행렬 역행렬 갱신에 의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이 기븐스 변환에 의한 방법보다 추정된 지상점 좌표에

대하여40 % 이상높은정확도를보이고, 8배이상의빠른처리속도를나타내었다. 따라서, 상의실시간

지오레퍼런싱을위하여정규행렬역행렬갱신에의한온라인항공삼각측량이더적합한것으로판단되었다.



취득되더라도 새로운 상이 취득되는 순간 기존 상

의 외부표정요소, 지상점 좌표를 갱신하고 새로운 상

의 외부표정요소, 지상점 좌표를 추정하는 온라인 항공

사진측량을 위한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

렬 갱신 알고리즘이 제시되었다(최경아와 이임평,

2009b).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

방법을 활용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은 상이 취득될

때마나 0.1 초 이내에 기존 광속조정법(Bundle Block

Adjustment, BBA)과 비교하여 지상점 좌표를 기준으

로 ± 1 cm 이내의 정확도를 가지고 미지수를 추정할

수있었다(Choi and Lee, 2011).

과거와 현재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을 위한 연속 추정

알고리즘의 개발 배경은 상당히 다르지만 목적은 미지

수와 관측값이 추가되는 시점마다 신속하게 기존의 미

지수를 갱신하고 새로운 미지수를 추정하는 것으로 동

일하다. 기존의 연속 추정 알고리즘 중 기븐스 변환 갱

신에 기반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은 가장 적은 저장 공

간을 필요로 하며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관측방정식의 설계행렬이나 정규행렬식의 정규행렬을

QR 분해(decomposition) 방법으로직교행렬(orthogonal

matrix)과 상삼각 행렬(upper triangle matrix)로 분

해하여 기븐스 변환 갱신을 수행함으로써 관측값에 대

한 분산요소추정값(variance component estimate)을

매우 효율적으로 연산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관측

값과 미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삼각 행렬과 미지수 벡

터의 크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산

시간의증가를초래한다는단점이있다. 연산시간의증

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

여 미지수 벡터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연산시간

을 일정 범위로 한정시킬 수 있지만 이를 위해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이 필요하며 비효율적인 역

연산(reverse computaion)에 의해 가능하다. 반면, 최

근에 제안된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

신 방법을 활용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은 관측값과 미

지수가추가될때마다정규행렬식의축소정규행렬의역

행렬을 이전 단계의 연산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

하게 갱신하기 때문에 미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추가적

인연산없이도출할수있다. 따라서새롭게추가된미

지수와 상관관계가 낮은 미지수는 미지수 벡터에서 제

외시킴으로써 연산시간을 항상 일정 범위로 한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과거와 비교하여 빠른 속

도로컴퓨터의성능및알고리즘을구현할수있는프로

그래밍 환경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의 가장 효율적인 연속 추정 알고리즘으로 인식되어 온

기븐스 변환 갱신에 기반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과 관

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에 기반한 온

라인 항공삼각측량의 정확도와 처리시간을 비교함으로

써 상의 실시간 지오레퍼런싱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판단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구현측면에서두알고리

즘의 차이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뮬레이

션데이터를적용하여정확도와처리속도를비교한다.

2. 온라인항공삼각측량의연속추정알고리즘

연속 추정 알고리즘이란 새로운 관측값과 미지수가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미지수를 추정하고 이전 단계에

서 추정된 미지수를 갱신하는 알고리즘이다. 연속 추정

알고리즘을온라인항공삼각측량에적용하면 상을취

득하는 시점마다 항공삼각측량을 수행하여 매 시점 추

가되는 공액점을 이용하여 이전 시점에 추정된 상의

외부표정요소 및 지상점 좌표를 갱신하고 현 시점에 추

가된 상의 외부표정요소 및 지상점 좌표를 추정하게

된다. 취득되는 상을 실시간으로 지오레퍼런싱하기

위한온라인항공삼각측량으로써본연구에서는지상기

준점(Ground Control Point, GCP)의 사용을 배제하

고 상과 함께 GPS/INS 시스템으로부터 상의 초기

외부표정요소가 제공된다고 가정한다. 실시간 처리 과

정에서지상기준점의사용이어려우므로기준데이터부

족(datum deficiency)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기외부표

정요소를 확률 제약조건(stochastic constraints)로 사

용한다. 또한, 고속 자동으로 KLT(Kanade -Lucas-

Tomasi) feature tracker, SIFT(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등 강인한(robust) 상 매칭 알고리즘의 구

현이 가능하므로 연속된 상 간의 충분한 개수의 공액

점을 추출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상기 가정 하에 온라

인항공삼각측량은실시간 상지오페러런싱시스템에

서 Fig. 1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상이 새롭게 취득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카메라의 노출 시점에서의 위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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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결정할수있다. 다음 3, 4장에서온라인항공삼

각측량의 연속 추정 알고리즘으로 관측값 분류에 기반

한정규행렬역행렬갱신벙법론과기븐스변환갱신방

법론의추정원리를알아보고실제구현측면에서두알

고리즘이어떻게다른지살펴본다.

3. 관측값분류에기반한정규행렬역행
렬갱신방법론

최경아와 이임평(2009b)은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을

위한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 알고

리즘을 제안하 다. 새롭게 추가된 관측값을 기존의 미

지수와새로운미지수간의관계성에따라세가지범주

로 분류하고 이전 단계에서 계산된 정규행렬의 역행렬

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연산만으로 현 단계의 정규행렬

역행렬을 갱신하는 방법론이다. 매 단계에 정규행렬 역

행렬이 산출됨으로 인해 미지수 간의 상관계수가 도출

될수있고이를활용하여행렬연산량을일정하게유지

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다.

1) 수학적 모델 및 변수 추정 원리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 방법론

을 활용할 경우, 추가적인 관측값과 미지수가 존재하지

않을 때식(1)과같은 관측방정식에서 연속 추정알고리

즘은시작한다. y1는공액점의 상좌표와GPS/INS로

부터제공된 상의초기외부표정요소가확률제약조건

으로들어가는관측값벡터이다. x1는미지수벡터로써,

상의외부표정요소와공액점에상응하는지상점좌표

를 미지수로 갖는다. A11는 공선조건식을 각각의 미지

수에 대하여 편미분하고 이에 미지수에 대한 초기값을

대입한 결과와 확률 제약조건과 미지수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는 설계행렬이다. 마지막으로 e1는 관측값에 포

함된오차를, P1는관측값의가중값을의미한다. 이로부

터정규행렬식을유도하고최소제곱법에기반하여오차

제곱의합이최소가되도록미지수를식(2)와같이추정

할수있다.

y1 = A11x1 + e1 with e1 ~(0, s0
2 P1

_
1). (1)

x̂1 = (AT
11P1A11)

_
1 AT

11P1y1 = N
_
1c,

(2)
N11 = AT

11P1A11, c1 = AT
11P1y1.

새로운관측값과미지수가추가되면관측값을Fig. 2

에서와같이기존의미지수만관계된관측값 y1, 기존의

미지수와새로운미지수모두와관계된관측값 y2, 새로

운미지수만관계된관측값 y3의세가지분류로나눈다.

분류된관측값을활용하여식 (3)과같은새로운관측방

정식이유도되며이로부터이전단계의미지수, x1와새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28, No.1, 2012

–58–

Fig. 1.  Real-time image georeferencing system.



로운 미지수, x2는 식(4), (5)와 같이 추정된다. 개별 수

식의 의미는 최경아와 이임평(2009b)의 논문을 참고하

기로한다.

[ ]=[ ][ ]+[ ]with [ ]~ 0, s0
2 [ ] .(3)

ˆ̂x1 =  ̂x1 + N
_
1

11 AT
21[I + 

_
P2A21N

_
1

11A
T
21]

_1{
_
P2(y2

_ A21x̂1)+
_
P23y3}. (4)

ˆ̂x1 = (M22 + L22)
_1{AT

22P2(y2
_ A21  

ˆ̂x1) + AT
32P3y3}. (5)

연산과정에서가장많은시간이소요되는부분은정

규행렬의 역행렬 연산이다. 따라서 실시간 처리를 가능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행렬 연산이 요구되는 행렬의 개

수및차원을최소로할수있어야한다. 본알고리즘의

경우, 현단계의새로운미지수를추정하고이전미지수

를 갱신하기 위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역행렬 연산은 [I

+ 
_
P2A21N

_
1

11A
T
21]

_1와 (M22 + L22)
_1이다. 이 두 행렬의 차

원은 새롭게 추가된 관측값의 개수 y2와 y3에 의존적이

며, 상 및 공액점 취득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y2,

y3는 y1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수치이며 일

정 수치 이하의 값을 갖기 때문에 매우 빠른 처리 속도

로온라인항공삼각측량을수행할수있다.

2) 알고리즘 구현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 방법론

을 활용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은 Fig. 3과 같은 연산

과정을 갖는다. 새롭게 상과 공액점이 취득되면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진 연산 과정이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

는 조정계산이 시작되기 전의 준비 단계로써 새롭게 추

가된 공액점을 분류하고 새로운 미지수 벡터를 생성한

다. 새롭게추가된공액점은이전단계에도있었던지상

점이 새로운 상에도 나타난 것(IP21), 상의 추가로

새롭게 정의된 지상점이 기존 상에 나타난 것(IP12),

새롭게 정의된 지상점이 새로운 상에 나타난 것

(IP22)으로 분류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미지수에 대하

여초기값을계산한후이를대입하여미지수벡터를생

성한다. 이때 상의 초기외부표정요소는 GPS/INS에

서 제공되는 위치/자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새

롭게 정의된 지상점 좌표의 초기값은 이에 상응하는

상점과 초기외부표정요소를 공선조건식에 대입하여 계

산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조정계산을 위한 관측방

정식, 정규방정식을수립하는단계이다. 앞서분류된공

액점에따라관측값벡터(y)와설계행렬(A)을계산한다.

관측값 벡터는 측정된 공액점의 좌표와 공선조건식에

내부표정요소와외부표정요소및지상점좌표를대입하

여 계산된 공액점 좌표의 차로 구성되며 설계행렬은 공

Ô̧Ǫ̂
0
0

P3

_
1

0
P2

_
1

0

P1

_
1

0
0

ÏÔÔÓ

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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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bservation classification.

Fig. 3.  Inverse normal matrix update algorithm based on
observation classification.



선조건식을 해당 외부표정요소와 지상점 좌표에 대해

차례로 편미분하고 초기값을 대입하여 구성된다. 이렇

게 구성된 설계행렬은 그 전치행렬과 곱하여 정규행렬

(N)을 계산하고 설계행렬과 관측값 벡터를 곱하여 투

관측값 벡터(projected observation vector)(c)를 계산

할수있다. 이때모든행렬의구성및연산은분류된공

액점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 설계행렬

및정규행렬의차원은매우작다.

세 번째는 정규행렬의 역행렬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식 (3)의 관측방정식에 최소제곱법을 적용하여 식 (6)와

같은 정규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고, 식 (7)와 같이 정규

행렬의역행렬을계산할수있다. 정규행렬역행렬의블

록을살펴보면두종류의역행렬연산이수행된다. 가장

주요 부분인 N
_
1

11와 (M22 + L22)
_1이다. N

_
1

r  은 이전 단계

의정규행렬역행렬(N
_
1

11) 결과를활용하여식 (8)과같이

계산될 수 있다. 식 (8)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행렬 연

산은 [I + 
_
P2A21N

_
1

11A
T
21]

_1와
_
P2의 연산을 위한 (M22 +

L22)
_1이다. (M22 + L22)

_1의 각 요소들은 식 (9)와 같이

두 번째 단계에서 도출된 부분 정규행렬의 덧셈들로 이

루어지며 역행렬은 식 (10)과 같은 블록 역행렬 공식을

이용하여 빠르게 계산될 수 있다. 다음으로 (M22 +

L22)
_1을 활용하여

_
P2을 계산하고,

_
P2을 적용하여 [I +

_
P2A21N

_
1

11A
T
21]

_1을 계산하며 최종적으로 정규행렬 역행

렬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산 과정에서 역행렬

연산은 대각블록행렬(block diagonal matrix)에 수행

되거나 작은 차원의 행렬에 대해 수행되기 때문에 전반

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두, 세번째단계를통해계산된관측방정식

의 구성요소들과 정규방정식의 구성요소들을 활용하여

식 (4), (5)와 같이 연산하여 미지수의 초기값에서 갱신

되어야 할 Dx1(기존 미지수의 갱신량)와 Dx2(새로운 미

지수의 갱신량)가 계산되며 이를 초기값에 가산하여 미

지수(X1, X2)를 추정한다. 갱신량이 임계값보다 크면 추

정된 미지수를 초기값으로 대체하여 두 번째 단계부터

의 연산을 반복 수행한다. 갱신량이 임계값보다 작아지

면 반복 연산을 멈추고 추정된 미지수를 수렴되었다고

간주한다.

[ ][ ] = [ ]

where N11 ≡AT
12P1A11; M11 ≡AT

21P2A21; M12 
(6)≡AT

21P2A22; M22 ≡AT
22P2A22; L22 ≡AT

31P3A32; c1 

≡ AT
11P1y1; d1 ≡AT

21P2y2; d2 ≡AT
22P2y2; and b2 

≡ AT
32P3y3.

[ ]
_1

= [ ]
where Nr

_
1 = (N11 + M11

_ W1M
T
12)

_
1; 

(7)
W1 = M12(N22 + M22)

_
1; W2 = _ Nr

_
1W1; and 

W3 = (N22 + M22)
_
1 + WT

1Nr

_
1W1.

Nr

_
1 = N

_
1

11
_ N

_
1

11A
T
21[I + 

_
P2A21N

_
1

11A
T
21]

_1
_
P2A21N

_
1

11

where
_
P2≡ (P2

_ P2A22(M22 + L22)
_
1)AT

22P2 (8)

using (A_BD
_
1 C)

_
1 = A

_
1 + A

_
1B(D_CA

_
1B)

_
1CA

_
1.

(M22 + L22)
_
1 = [ ]

_1

. (9)

[ ]
_1

= [ ],
where R = A _ BD

_
1C.

(10)

4. 기븐스변환에기반한설계행렬갱신
방법론

Blais(1983)은 처음으로 기븐스 변환에 기반한 선형

연속추정알고리즘을제안하 으며, 그후로기븐스변

환 갱신 방법론은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에 적용될 수 있

는 효율적인 연속 추정 알고리즘으로 인식되었다.

Wyatt(1982)와 Gruen(1985)이 기븐스 변환에 기반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을 구현하여 칼만 공분산 갱신 방

법론, 상삼각행렬요소갱신방법론과비교한결과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으로 입증되었다. 기븐스 변환에 기

반한온라인항공삼각측량알고리즘은관측방정식의설

계행렬을 직교 행렬과 상삼각 행렬로 분해하여 우변에

상삼각행렬과미지수벡터의곱만남긴다. 이상태에서

관측값과미지수가추가되더라도기븐스변환을수행하

여 우변은 항상 상감각 행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후퇴대입(back substitution)으로 미지수를 빠르게 추

정할수있다.

R
_
1

+ D
_
1CR

_
1BD

_
1

R
_
1

_ D
_
1CR

_
1D

_
1

AB
CD

Nep22

Ne12 + Np22

Ne21 + Ne22 + Nz2

NT
ep22

Nr

_
1 + W1

WT
2 + W2

N12

N22 + M22

N11 + M11

NT
12

c1 + d1

d2 + b2

ˆ̂x1

ˆ̂x2

N12

N22 + M22

N11 + M11

N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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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븐스 변환 및 변수 추정 원리

기븐스 변환에 기반한 설계행렬 갱신 방법론을 활용

할경우, 추가적인관측값과미지수가존재하지않을때

식(1)의 관측방정식은 설계행렬의 QR분해로 식 (1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식 (11)의 양변에 직교 행렬의 역

행렬, 즉전치행렬을곱하여우변의직교행렬은소거되

고 식 (12)와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후퇴대입법으로 우

변의미지수를추정한다. 이상태에서연속추정알고리

즘은시작한다.

y1 = A11x1 = Q1R1x1. (11)

d1 = QT
1y1 = R1x1. (12)

새로운 관측값과 미지수가 추가되면 식 (13)과 같이

반 할 수 있다. y2는 새로운 관측값, x2는 새로운 미지

수, A2는 공선조건식을 미지수에 대하여 편미분하고 이

에 미지수에 대한 초기값을 대입한 결과, 즉 새로운 관

측값과 미지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설계행렬이다.

추가되는관측값에대해개별적으로식 (14)와같은 n기

븐스변환을식 (15)처럼적용한다. 여기서 y2
(x)는추가되

는 k번째 관측값이고, A2
(x)는 k번째 관측값에 대응되는

설계행렬 A2의 k번째 행을 의미한다. 추가되는 모든 관

측값에 대해 이러한 변환을 수행하면 식 (16)과 같은 결

과가 도출된다(Runge, 1987). 최종적으로 이전 단계의

미지수, x1와새로운미지수, x2는식 (17)에서후치대입

에의해추정된다.

[ ] [ ] = [ ]. (13)

Q = Qn Qn_1…Q1 (14)
with n = no. of total parameters.

Q [ ] = Q [ ]. (15)

[ ] = [ ]. (16)

R2[ ] = d2. (17)

직교 행렬과 상삼각 행렬로의 분해는 보통 Gauss/

Cholesky, LU 분해에 비하여 연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괄(simultaneous) 추정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연속

추정에는추가되는관측값과미지수의개수에비례하는

기븐스 변환만 수행하면 되므로 선호되었다. 그러나 데

이터취득시간이지남에따라상삼각행렬의차원이총

미지수 개수와 동일하게 증가함으로 어느 정도 연산 시

간의증가가예상된다.

2) 알고리즘 구현

기븐스 변환에 기반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에서 추

가적인 관측값과 미지수가 획득되기 전에 Fig. 4와 같

은이전단계의QR 분해결과가요구된다. 이전단계의

관측방정식에서 설계행렬과 관측값 벡터를 결합한 행

렬에 QR분해를 수행하면 Fig. 4의 (b)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R1과 d1는 식 (12)와 같은 관계가 있으므

로 후치대입에 의해 이전 단계의 미지수 x1가 추정된

다. 이어서 새롭게 상과 공액점이 취득되면 크게 4단

계로이루어진Fig. 5와같은연산과정이진행된다. 우

선, 새로운 상의 초기외부표정요소와 새로운 공액점

에 해당하는 지상점의 초기값을 계산하여 미지수 벡터

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공액점과 미지수에 대

한 관측방정식을 수립한다. 이상은 관측값 분류에 기반

하여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 알고리즘과 동일하다. 다

만, 새로운 관측값 벡터, 설계행렬이 앞서 설명된 방법

x1

x2

d2
Se

~2

0

R2
0
0

R1        0
y2

(k)
R1        0

A2
(k)

d1
…
y2

x1
…
x2

R1 | 0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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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rthogonal decomposition of a design matrix.

(b) QR decomposition

(a) design matrix combined observation vector



과는다르게일괄적으로구성된다는차이가있다.

세 번째는 기븐스 변환 단계로, 먼저, 추가되는 미지

수의개수만큼 벡터를 R1의구조에삽입한다. 추가되

는 위치는 미지수 벡터에 외부표정요소와 지상점 좌표

를분류하여위치시켰기때문에Fig. 6의 (a)와같다. 

벡터가 추가되더라도 여전히 상삼각 행렬의 구조가 유

지되므로 기븐스 변환은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

로, 두 번째 단계를 통해 도출된 새로운 관측값과 기존/

새로운 미지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설계행렬과 관

측값 벡터를 결합하여 한 행 씩 R1의 하단에 삽입한 후,

n기븐스변환을 (추가되는미지수의개수) 번수행한다.

그결과Fig. 6의 (b)와같이현단계의 R2, d2를획득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식 (17)에 R2, d2을

대입하여후치대입에의해초기미지수의갱신량 Dx1와

Dx2을 계산하고 이를 초기값에 가산하여 미지수(X1,

X2)를 추정한다. 추정된 미지수를 다시 초기값으로 대

체하여 두 번째 단계부터 반복 수행하고 미지수의 변화

량이임계값보다작아지면수렴된미지수로간주한다.

5. 성능비교검증

실시간 지오레퍼런싱을 위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판단하고자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과 기븐스 변환 갱신 알고리즘 모

두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을 구현하 다. 동일한 시뮬

레이션 데이터를 두 알고리즘에 적용하여 정확도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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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sign matrix update algorithm based on Givens
transformation.

Fig. 6.  Results of Givens transformation.

(b) Givens Transformation result

(a) zero extending & Givens Transformation



리속도측면으로나누어비교검증하 다.

1) 실험 데이터

상의 취득과 동시에 상의 외부표정요소를 정
하게 결정할 수 있는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은 취득된
상을 기존에 절대좌표화된 수치지도나 정사 상 등의
공간 정보와 빠르게 정합시켜 대상지역의 신속한 변화
탐지를가능하게한다. 그밖에절대좌표화된 상또는
수치표고모델(Digital Surface Model, DSM) 등과 취
득되는 상의 정합을 통하여 플랫폼의 위치 및 자세를
실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 기반 네비게이션
기술에도 활용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적용 가능 분야를
고려하여 항공 상 취득 시스템을 가정하고 실험 데이
터를모의생성하 다. 또한, 간접(Indirect) 지오레퍼런
싱 방법인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은 시스템에 탑재된 센
서의성능을보완할수있으므로그 향을알아보기위
하여 센서의 사양을 중급으로 가정하 다. 가정된 시스
템의운용환경및사양은Table 1에요약된바와같다.

카메라와 GPS/INS가 탑재된 항공 플랫폼이 지표로
부터 200 m의 높이에서 10 m/s의 속력으로 약 1 km
길이의경로를비행한다. 카메라는초당100 ×84 m2의
커버리지를갖는 상을두장씩획득한다. 플랫폼의속
력과 상 취득 주기에 의해 산 간의 중복도는 95 %
이며총190 장의 상이획득된다. 상의획득과함께
GPS/INS로부터 플랫폼의 위치/자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이로부터센서탑재변수(lever arm, boresight)
를고려하여초기외부표정를획득한다. 초기외부표정요

소의위치및자세측정오차는 각각 0.3 m, ± 0.1 deg
의 표준편차를 갖는다. 또한, 상 매칭을 통하여 상
간의공액점을측정하고측정오차는3.45 mm의표준편
차를갖는다. 총측정된공액점은2,857개, 이에해당되
는 지상점은 156개이다. 이상의 시나리오에 따라 모의
생성된실험데이터는Table 2와같다.

2) 정확도 검증

3, 4장에서설명된두알고리즘의온라인항공삼각측
량을 수행하여 상이 취득되는 시점마다 상의 외부
표정요소와공액점에상응하는지상점좌표를추정하고
그 정확도를 비교 검증하 다. 비교 검증의 기준으로써
기존의 일괄 항공삼각측량도 함께 구현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다. 각각의 항공삼각측량 소프트웨어는
Matlab script를이용하여구현되었다. 모의생성된데
이터를 적용하 기 때문에 미지수의 참값을 알 수 있으
므로 개별 항공삼각측량을 통해 추정된 미지수의
RMSE(Root Mean Squared Error)가 계산된다. 따라
서 일괄 항공삼각측량에 의해 가장 정 하게 추정될 수
있는수준을파악하고두온라인항공삼각측량의성능이
이와비교하여어느정도까지도달할수 있는지Fig. 7,

Fig. 8, Fig. 9를 통해 알 수 있다. 녹색선은 GPS/INS
데이터에 의해 직접 결정된 변수의 RMSE를 의미하고
빨간선, 파랑선, 분홍선은 각각 기븐스 변환에 의한 온
라인 항공삼각측량,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
행렬갱신에의한온라인항공삼각측량, 기존일괄조정
에 기반한 항공삼각측량에 의해 결정된 변수의 RMSE
를 나타낸다. 외부표정요소는 meter를 단위로 하는 위

치와 degree를 단위로 하는 자세 변수를 구분하여
RMSE를 계산하 다. 초기외부표정요소, 즉 직접 지오
레퍼런싱에의해결정된외부표정요소의RMSE는자세
및 위치에 대하여 각각 약 0.32 m, 0.1 deg.로 가정된
GPS/INS 성능에 상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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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ystem operation environments and specifications

Operation Environments

flight altitude 200 (m)

flight speed 10 (m/s)

flight configuration 1 (strip)

strip length 1,045 (m)

System Specifications

focal length 17 (mm)

Camera
pixel size 3.45 (mm)

dimensions 2456×2058 (pixels)

frame rate 2 (images/s)

GPS position precision 0.3 (m)

IMU attitude precision 0.1 (deg)

Operation Environments

System Specifications

Table 2.  Simulation results

Simulated Data Quantity

images(exterior orientation parameters) 190

ground points 156

tie points 2,857

average number of appearance images per a ground point 20

average number of tie points between sequent images 14

Simulated Data Quantity



은 초기외부표정요소와 공액점에 의해 결정된 지상점

좌표의RMSE도약 1.5 m로세종류의항공삼각측량에

의해 결정된 지상점 좌표의 RMSE인 0.2 m보다 상당

히 크다. 반면, 세 종류의 항공삼각측량에 의해 조정된

외부표정요소, 지상점 좌표의 RMSE는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초기값에 의해 결정된 변수의 RMSE

보다 50 % 이상 향상된 결과를 나타낸다. 이로써 간접

지오레퍼런싱인항공삼각측량에의해GPS/INS 성능이

얼마나보완되었는지확인할수있다.

실시간 지오레퍼런싱에 이용가능한 두 개의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의 결과를 후처리를 통해 정확도 높은 결

과를 생성하는 기존의 일괄 조정에 기반한 항공삼각측

량의 결과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검증하 다. 이를 위해

온라인 방법으로 추정된 지상점 좌표를 일괄 조정에 기

반한 방법으로 추정된 지상점 좌표와 비교하여, 차이에

대한표준편차를계산한결과는Fig. 10과같다. 파랑선

은 기븐스 변환에 의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으로 추정

된 지상점 좌표와 기존 일괄 조정에 기반한 항공삼각측

량으로 추정된 지상점 좌표 간의 차에 대한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빨간선은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

행렬 갱신에 의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으로 추정된 지

상점 좌표와 기존 일괄 조정에 기반한 항공삼각측량으

로추정된지상점좌표간의차에대한표준편차를나타

낸다. 상이 추가될수록 추정된 좌표 간의 차에 대한

표준편차가 감소하여 기존 일괄 조정의 결과와 비교하

여 기븐스 변환에 의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의 경우 ±

2 cm 이내의정확도로, 관측값분류에기반한정규행렬

역행렬갱신에의한온라인항공삼각측량의경우±1.2

cm 이내의 정확도를 갖고 지상점 좌표를 추정하 다.

결론적으로,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

신에 의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이 정확도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3) 실시간성 검증

연속 항공삼각측량의 가장 큰 목적은 새로운 상이

취득될때마다거의실시간에가깝게취득된모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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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MSE of estimated EOP(position). Fig. 8.  RMSE of estimated EOP(attitude).

Fig. 9.  RMSE of estimated ground point (GP) coordinates. Fig. 10.  Standard devi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GP
coordinates.



의 외부표정요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이 취

득될 때마다, 각각의 알고리즘이 소요하는 연산 시간을

측정하여 실시간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기븐스 변

환 갱신,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

기존 일괄 조정에 기반한 각각의 항공삼각측량 알고리

즘을 적용할 경우, 취득되는 상의 수가 증가함에 따

라 소요되는 처리 시간을 Fig. 11에서 보여진 바와 같

다. 기존 일괄 조정에 기반한 항공삼각측량의 경우

상의개수가증가함에따라 상개수의제곱에비례하

듯이 처리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 다. 이는 상의 개

수가증가함에따라총미지수개수에의존적인축소정

규행렬의차원이커지고역행렬연산에많은시간이소

모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일괄 조정에 기

반한 항공삼각측량은 높은 정확도의 결과를 도출하지

만 실시간 상 절대좌표화가 요구되는 분야에는 활용

될수없다.

반면, 기븐스 변환 갱신과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

규행렬 역행렬 갱신을 활용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은

기존 일괄 조정에 기반한 항공삼각측량과 비교하여 취

득된 상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연산에 소요되는 처리

시간의증가정도가현저하게작았다. 이는두알고리즘

모두 상의 취득과 동시에 추가되는 미지수나 관측값

의 개수에 의존적으로 연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두

알고리즘의 처리 시간을 Fig. 12에서와 같이 확대하여

살펴보면, 상의개수가증가함에따라처리시간이어

느 정도 증가한다. 그러나 기븐스 변환 갱신에 의한 온

라인 항공삼각측량이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에 의한 방법보다 약 8배 이상 처리 시간

을 소요하고 있다. 따라서 처리 속도 측면에서도 관측

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 방법이 온라

인항공삼각측량에훨씬더효율적인것을알수있다.

연속 갱신에 기반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처리 시간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알고리즘의

연산 단계에 따라 처리 시간을 측정하 다. 구분되어진

연산 단계는 (1) 초기값 계산 및 미지수 벡터 생성, (2)

관측방정식및정규방정식구성, (3) 정규행렬의역행렬

갱신또는기븐스변환갱신, (4) 미지수추정이다. 관측

값분류에기반한정규행렬역행렬갱신을활용한온라

인 항공삼각측량의 각 단계별 처리 시간은 Fig. 13과

같다.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은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에서 약간의 처리 시간 증

가를 보인다. 세 번째 단계에서의 증가는 상이 추가

될 때 새롭게 요구되는 역행렬 [I + 
_
P2A21N

_
1

11A
T
21]

_1와

(M22 + L22)
_1에대한연산시간은거의일정하고작지만

이 결과를 활용하여 계산되는 N
_
1

r   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네번째단계에서의증가는 상의개수

가 증가함에 따라 갱신되어야하는 미지수벡터도 거의

선형적으로증가하기때문이다. 기븐스변환갱신을활

용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의 각 단계별 처리 시간은

Fig. 14와 같고 Fig. 12에서의 모든 단계의 처리 시간

과비교해볼때, 세번째기븐스변환갱신단계가가장

많은 처리 시간을소요하고있으며전체처리시간에절

대적인 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이 추가될 때 총 미지수의 개수만큼의 기븐스 변환을

추가되는관측값의개수만큼반복해야하기때문이다. 네

번째 미지수 추정 단계에서의 처리 시간 증가는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 방법과 동일한 이

유에서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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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rocessing time of three AT algorithms. Fig. 12.  Processing time of two on-line AT algorithms.



6. 결론

최근 실시간적인 처리를 통해 고속으로 공간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일환으

로 최경아와 이임평(2009)은 상 취득 과정에서 이전

상의 외부표정요소, 지상점 좌표를 갱신하고 새로운

상의 외부표정요소, 지상점 좌표를 추정하는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을 활용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 알고리즘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가장 효율적인 연속 추정 알고리즘으로 인식되

어온기븐스변환갱신에기반한온라인항공삼각측량

과관측값분류에기반한정규행렬역행렬갱신에기반

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의 정확도와 처리시간을 비교

함으로써 상의 실시간 지오레퍼런싱에 적합한 알고

리즘을 선별하 다. 두 알고리즘 및 기존의 일괄 조정

에 기반한 항공삼각측량을 동일 환경에서 구현하고 정

확도 및 연산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데

이터를 적용하 다. 실험 결과, 기존 일괄 조정의 결과

와 비교하여 기븐스 변환에 의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

의경우±2 cm 이내의정확도로, 관측값분류에기반

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에 의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

의 경우 ± 1.2 cm 이내의 정확도로 지상점 좌표를 추

정하 다. 처리 속도 측면에서도, 두 알고리즘 모두 기

존 일괄 조정에 기반한 항공삼각측량보다 훨씬 효율적

이었으나,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

을 활용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이 기븐스 변환에 의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보다 상대적으로 8배 빠르게 수행

되었다. 또한,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 알고리즘은 미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미

지수 벡터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상의 개수가

증가하더라도처리시간은일정범위로한정시킬수있

다. 결론적으로, 상의 실시간 지오레퍼런싱을 위하여

정확도 및 처리 속도 양면에서 관측값 분류에 기반한

정규행렬 역행렬 갱신에 의한 온라인 항공삼각측량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관측값 분류에 기반

한정규행렬역행렬갱신알고리즘은향후에실시간모

니터링 시스템, 무인 시스템, 증강현실 구현 등 다양한

분야에활용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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