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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accuracy of ortho imagery based on whether camera calibration
performed or not, us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which equipped smart camera. Photgrammetric UAV
system application was developed and smart camera performed image triangulation, and then created
image as ortho imagery. Image triangulation was performed depending on whether interior orientation
(IO) parameters were considered or not, which determined at the camera calibration phase. As a result of
the camera calibration, RMS error appeared 0.57 pixel, which is more accurate compared to the result of
the previous study using non-metric camera. When IO parameters were considered in static experiment,
the triangulation resulted in 2 pixel or less (RMSE), which is at least 200 % higher than when IO parameters
were not considered. After generate ortho imagery, the accuracy is 89% higher when camera calibration
are considered than when they are not considered. Therefore, smart camera has high potential to use as a
payload for UAV system and is expected to be equipped on the current UAV system to function directly
or in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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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스마트 카메라를 탑재한 무인항공기를 통해 얻은 영상을 이용하여 카메라 검정 유무에

따른 정사영상의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사진측량용 무인항공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스마트 카메라영상은

image triangulation을 거쳐, 정사영상으로 생성되었다. Image triangulation은 카메라 검정에서 결정된

Interior Orientation (IO) 파라미터의 고려 유무에 따라 수행되었다. 카메라 검정 결과, RMS error가 0.57

pixel로 나타났고, 이것은 비측량용 카메라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우수한 정확도이다. Field

experiment에서 IO 파라미터를 고려한 경우, triangulation 결과는 0.1 pixel (RMSE) 이내로 나타났고, 이

것은 IO 파라미터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향상된 결과였다. 정사영상을 제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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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진측량용 Unmanned Aerial Vehicle (UAV) 시스템

은 대상 지역에서 관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카메라,

센서들, 통신 장비, 또는 다른 탑재물을 실은 항공기를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자가 조정 되게 한다(Dalamagkidis

et al., 2008). 이는 전통적 항공사진측량에 비해 저가로

운용될 수 있고, 실시간 응용이 가능하다(Chiabrando et

al., 2011). 또한, UAV는 사진측량을 위해 낮은 고도에서

적당한 중복도를 가지는 지상의 연속된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Eisenbeiss and Zhang, 2006; Lambers et al., 2007).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폰, 스마트카메라 등)는 유

비쿼터스 개념의 지능형 단말기로 통신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운용될수있고, 다양한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MEMS) 센서를 내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카

메라가 기존의 DSLR 카메라의 발전에 따라 고해상도

영상을 지원하는 카메라를 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PS, Accelerometer, Magnetometer, Gyroscope 등과 같이

동체의 위치 및 자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센서 들도

탑재하고 있다. 즉, 아주 작은 무게 (120 g 미만)의 스마

트 카메라가 기존 UAV 시스템의 탑재체 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UAV 시스템에서 제기되

어왔던 탑재중량에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종류의UAV

에 탑재되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카메라는

internet, e-mails, Short Messaging Service (SMS), Multi-

media Messaging Service (MMS), and Instant Messaging

(IM)과 같은 기능을 포함한다(Chang et al., 2009). 그러므

로, field에서 비행 중인 사진측량용 UAV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스마트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 모

니터링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누구나 자신이 요구하는

application 개발이 가능하며 , 이미 개발된 유용한

application의 이용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로, Kim(2014)은 UAV를

이용하여 소규모 지역의 최신 영상데이터를 취득하고

후처리 과정을 거쳐 고가의 항공측량시스템의 대체 가

능성을 실험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Yoon and Lee(2014)

의 연구에서는 기존항공사진측량의 단점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UAV를 이용한 공간정보 자료구축에 통합 운

영을 위하여 UAV를 이용한 공간정보자료구축에 대한

기술적·법·제도적 규정 및 동향을 분석하여 통합운

영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Cho et al.(2014)은 해상

도와 촬영면적을 다르게 하여 UAV 항공사진측량을 통

한 정사영상제작의 공정별 비용과 일반 항공사진 측량

을 통한 정사영상 제작비용을 비교·분석하였다. Jung

et al.(2010)은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도시 지역 내

소규모 지역의 항공사진을 고가의 항공측량 시스템 대

신 경비가 적게 드는 UAV를 이용하여 3차원 지형공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법 및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

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UAV를 이용한 사진측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비 측량용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카메라 자체의 calibration 기능을 사용하여 별도의

카메라 calibration을 수행하지 않은 연구들로 국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기존 사진측량

용 UAV 시스템에 비해 매우 적은 비용으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사진측량용UAV 시스템에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을 활용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진측량용 UAV 시스템의

탑재체(payload)로써 비 측량용 카메라인 스마트 카메

라의 대한 카메라 검정을 수행해 검정 유무에 따른 정

사영상을 생성 하여 이를 수치적으로 비교해봄으로써,

정확도 및 활용성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2. 연구방법

1) Photogrammetric UAV System

본 연구에서 다른 통신장치 없이도 LTE 통신 환경에

서 언제나 통신이 가능하고, 내장된 센서들에 의해

UAV의 위치와 자세 자료의 획득이 가능한 스마트디바

이스의 장점을 활용한 스마트카메라 기반의 사진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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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검정 자료를 고려한 결과는 고려하지 않은 결과에 비해 정확도가 89 % 향상되었다. UAV 시스템을

위한 탑재체로써 스마트 카메라의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 UAV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UAV는 double motor octacopter type이며 ,

pixhawk autopilot, 3DR U-blox GPS with compass을 가지

고 있어 지상관제 및 자동비행이 가능하다. UAV의 총

중량은 2.56 kg이며, 탑재중량은 0.8 kg이다. UAV 탑재

카메라의 경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카메라인

Galaxy NX를 사용하였다. NX 카메라에는 위치 및 자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MEMS 센서인 A-GPS, accelemter,

gyro 센서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를 송수신하며 사진촬

영 수행이 가능하다(Table 1).

회전익 UAV는 고정익 UAV보다 진동이 많이 발생

한다. 이러한 진동의 경우 사진측량에 있어 영상의 J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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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UAV with a vibration reduction gimbal (a) a front view (b) a 65 mm offset between camera and UAV, (c) a top view
(d) the camera balsa frame.

Table 1. Specification of photogrammetric UAV system
UAV Camera

UAV type Rotary Wing(Octa copter) Camera type Samsung NX EK-GN120
Battery 4S 14.8V 10,000 mAh Sensors Accelerometer, Compass, Gyro
Autopilot Pixhawk v2.4.5 Image sensor BSI APSC CMOS
GPS LEA-6H, 5 Hz Image pixel 5,546×3,696

Ground station Radio 433 MHz Processor Quad Core 1.6G
Motors V2216-12 KV800II Camera control Android SDK
Propellers APC propeller 11×4.7 GPS type GPS, GLONASS

Vehicle dimensions 35×51×20 cm
Vehicle weight 2.56 kg Connectivity LTE, Bluetooth
Flight time 12 ~ 15 minute Weight 410g

Payload capacity 2,187 g Dimensions 136×101×257mm
Max. speed 42 km/h IFOV angle Width 71.7

26.1 mph Height 51.4



effect를 유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Motor 회전으

로 전달되는 진동을 줄이기 위해 직접 제작된 방진 장

치 설치하였다. 또한, 전기엔진 회전익 UAV는 가솔린

엔진 UAV에 비해 엔진에서 발생되는 고주파수 진동을

적게 만들지만, 발생된 아주 작은 고주파 진동이라 할

지라도 UAV에 탑재된 센서에 치명적이고 모터회전에

의한 자기장에 의한 자기센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카메라의 경우 Fig. 1과 같이 UAV의 하부에 방진 짐벌

을 설치 후 부착하였다.

Table 2는 기존UAV 사진측량 시스템(Everaerts, 2008)

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사진측량시스템을 비교하였다.

스마트 카메라는 내장된MEMS 센서와 무선통신을 이

용하기 때문에 사진측량 시스템은 통합을 위한 별도의

회로 설계 및 구성이 필요 없다. 또한, Android OS는 센

서와통신시스템을제어하기위한 Software Development

Kits (SDK)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개별 센서와 기기 제

어에 필요한 프로토콜 분석이 따로 필요치 않다. 이러

한 이유로 스마트 카메라는 UAV system의 탑재체로서

매우 유용하다. 기존 시스템에서 많은 센서와 장비들에

의해 수행되었던 여러 기능들은 UAV에 탑재된 스마트

카메라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무게가 가볍기 때문

에, 어떠한 유형의 UAV에도 탑재할 수 있다.

2) Camera Calibration

사진측량에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3차원 위치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정확한 내부표정

요소(Interior Orientation Parameters, IOP)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소를 결정하는 과정을 카메라 검정(camera

calibration)이라 한다. 특히, 스마트카메라와 같이 비측

량용 카메라 렌즈는 저가형 렌즈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측량용 카메라에 비해 렌즈 왜곡이 크다. 따라서,

스마트 카메라에 의해 획득된 영상의 처리에 앞서 렌즈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카메라 검정이 이루어졌다.

카메라 렌즈의 검정 방법에는 DLT 기법, Tasi 기법,

그리고 전통적 사진측량의 해법에 포함된 해석적 자체

검정(self-calibration) 기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진측량

학에 사용되고 공식화된 기하학적 카메라 모델은 다양

하지만 , 센서 표정과 검정은 주로 광속조정(bundle

adjustment)에 의해 수행된다(Brown, 1971). 이러한 방법

과 모델은Clarke and Fryer(1998)에 의해 고찰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mera calibration 및 IOP 산정을 위해

Photo modeler를 이용하여 ringed automatically detected

coded targets이 출력된 여러 장의 sheets를 사용하는

multi target sheet calibration을 수행하였다. RAD target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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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ulti target calibration sheet.

Table 2. Comparison photogrammetric UAV and smart device UAV system
Existing UAV system Smart device UAV system

Sensors
Integrated sensors Built-in sensors

CCD or digital camera Digital camera
GPS, INS GPS, Gyroscope, Accelerometer

Network
External wireless device Built-in wireless device
Radio modem, Wi-Fi LTE, Wi-Fi, and Bluetooth

UAV frame Sensor and gimbal frame Vibration-reducing gimbal
Processor Mini computer Built-in mobile processor
OS Linux or Windows Android OS

Sensor control Various SDK Android SDK
Payload > 5 kg < 0.5 kg



카메라의 초점거리, CCD 사이즈 및 해상도를 고려하여

내부 지름이 결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RAD target의 지

름이 12.6 mm가 되는multi sheet 16장을 Fig. 2와 같이 밑

변과 높이의 길이가 1.8 m가 되도록 배치하여 총 8방향

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각각 2번씩 총16장의 영상을 취

득하였다.

광속조정은 추출된 검정 계수의 정밀도와 신뢰도 평

가와 함께 모든 시스템 계수의 동시 결정을 가능하게 한

다. 카메라 검정을 위해서 photo modeler를 사용하여 내

부표정요소를 산정하였다(Table 3). self-calibration을 위

한 bundle adjustment 결과, 대상 좌표(object coordinate)

의 RMS error는 대상 평면 에서 X, Y, Z 방향으로 모두

0.6 pixel 이내로 나타났다. unbalance 방식을 이용하는

photo modeler의 경우 영상 축의 비직교성에 대한 왜곡

은 그 양이 매우 미소하므로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으

며 symmetric radial distortion coefficients 중 K2 이후의

항은 그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왜곡 보정에 고려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Fraser, 1997). Fig. 3은 radial distance 에

따른 스마트폰 카메라별 radial distortion curve를 나타내

며, 카메라에서 반경에 따른 방사 왜곡량이 6 μm이내로

나타났다.

3) Field Experiment

사진측량용 UAV 시스템 평가를 위한 현장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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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adial lens distortion curve.

Table 3. Interior Orientation parameter by Camera calibration

Calibration quality (Pixel)
Adjusted object RMS Error 0.075
Image overall RMS Error 0.575

Intrinsic parameter

Focal length (mm) 16.806
Format wide (mm) 23.990
Format height (mm) 16.000

Principal point (mm)
xH -0.216
yH 0.003

Pixel size X(µm) 4.384
Pixel size Y(µm) 4.386

Distortion parameter
Symmetric radial

K1 5.238e-5
K2 -2.684e-7

Decentering
P1 1.125e-4
P2 -1.552e-5



위한 대상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소재한 약

40,000 m2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Fig. 4). 이 지역

은 다양한 형태의 토지피복과 지형기복을 포함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UAV 시스템의 활용성 평가

에 적합하다.

실제 비행에 앞서, 정사영상 평가를 위한 지상기준점

(Ground Control Point, GCP)의 측량이 선행되었고, 획

득된UAV 영상에서 특징점 추출과 시스템의 정확도 평

가를 위해 자체 제작된 항공 타겟이 사용되었다. 이때

13개의GCP는 네트워크 RTK GPS 측량을 통해 결정되

었다(Fig 4(a)).

UAV를 이용한 사진 측량은 2015년 8월 20일 수행되

었다. 촬영 고도는 140 m, 비행 속도는 5 m/s, 횡중복도

80%, 종중복 60 %, 촬영은 총 1회 실시하였으며, 촬영간

격은 5~6 sec, 촬영 사진 매수는 총 186장, 비행시간은

약 30분간 소요되었다 . 촬영당시 기상은 운량이

10~20%이며 가시거리가 15~18 km로 촬영에 양호한

날씨이나 남서풍이 3~4 m/sec로 다소 높았다. 비행코

스는 ‘mission plan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촬영지역

을 선정하였고 약 0.06 km2 면적을 촬영하였으며, 비행

경로는 Fig. 4(b)와 같다.

3. 연구결과

1) 영상 취득 및 품질 검사

일반적인 항공사진 촬영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구름

의 양, 연무 등을 고려해야하지만 UAV 사진촬영은 고

도가 낮기 때문에 사진촬영으로 발생하는 오류가 비교

적으로 미미하다. 연구지역에 대해 촬영된 영상의 품질

검사를 위해 image, dataset, camera calibration, matching,

georeferencing 항목을 기준으로 품질검사를 수행하며,

각각의 안정성을 평가하여 기준(Cho, 2012)을 만족한

경우 추가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UAV 품질평가 결과는 Table 4와 같다. Image는 각각

의 keypoint가 40776개 생성되어 허용 기준인 10000개를

만족하였고, dataset는 각각의 image calibrated가 100%로

허용기준인 95%를 만족하였다. camera calibration quality

는초기와최종내부표정요소의차이가각각Calibration을

수행한 경우 2.08%로 나타나 허용기준인 5% 이내로

만족하였다. matching quality의 경우 calibrated image 마

다 각각 17579개 와 15175개의 매칭이 되어 1000개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 georeferencing은GCP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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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Study area and GCP and (b) Flight course.
(a) (b)



가 5개 이상이고, GCP의 오차가 촬영해상도(GSD)보

다 작아야 하는데, calibration을 수행한 경우는 0.028 m

로 허용조건을 만족하였다. calibration을 수행하지 않고

manufacture IO를 사용한 경우 calibration quality와

georeferencing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

에서는 calibration 유무에 따른 정사영상 평가를 위한 비

교연구를 위해DSM 및 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

2) DSM Extraction & Ortho Image Generation

스마트 카메라에서 획득된 영상을 image triangulation

을 거쳐 automatic terrain extraction에 의해 생성된 영상

기반의DEM을 생성하였다. 비행 중 촬영된 총 186장의

사진 중 41장의 사진을 사용하였으며, 내부표정요소

(IOP) 값의 적용 유무에 따라 2가지 형태의 DEM을 생

성하였다(Fig. 5). 카메라 IOP가 적용되지 않은 DEM에

서는 고도의 범위가 -19.7211 ~ 24.0428 m로 나타나는

반면 , IOP가 적용된 영상에서는 고도의 범위가가

1.0561 ~ 31.1256 m로 최소값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획득한 DEM 자료를 통해서 카메라

IOP가 적용되지 않은DEM에서 고도의 최소값이 음의

값으로 부정확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정확한 고도 값 검

증을 위해서는 지상 라이다 측량을 통한 비교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생성된 수치표고모델(DEM)을

바탕으로 하여 정사영상을 생성하였으며, 카메라 검정

에 따른 내부표정요소 유무에 따라 생성된 정사영상은

Fig.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정사영상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항공사진 측량 작업 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

2013-2236호)을 기준을 적용하였다. 정사영상의 Root

Mean Square (RMS) 값을 산출한 결과, 카메라 IOP를 적

용하지 않을 경우, RMS 값이 1.971 m로 나타났으며, 카

메라 IOP를 적용하였을 경우, RMS 값이 0.022 m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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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SM (left) calibrated IO and (right) non-calibrated IO.

Table 4. Quality report from Pix4d software
Type Calibrated IO Manufacture IO
GSD 2.9 cm

Area covered 0.0653 km
Image median of 40776 keypoints per image
Datastet 41 out of 41 images calibrated (100%)

Calibration quality 2.08% relative difference internal camera parameters 33.21% relative difference internal camera parameters
Matching quality median of 17579.7 matches per image median of 15175.2 matches per image
Georeferencing 13 GCPs, RMS 0.028 m 13 GCPs, RMS 1.543 m

Image triangulation 0.14 pixel 0.34 pixel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약 150 m의 고

도에서 촬영하여 5 cm 지상해상도를 가지는 정사영상

이 생성되었으므로 , 위의 정확도 허용기준에 따라

1:7000 축척으로 제작한 작업규정의RMS 기준은 0.20 m

으로 카메라 IOP를 적용한 영상은 항공사진 측량 작업

규정을 만족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생성된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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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Orthoimage (left) calibrated IO, (right) non-calibrated IO.

Table 5. Orthoretifyu accuracy using GCP (No Calibration)
GCP ID Error X [m] Error Y [m] Error Z [m] Projection Error

6 1.058 0.273 13.975 7.956
7 0.050 -0.021 0.024 3.359
8 1.110 -0.094 1.998 91.850
9 0.035 -0.070 -0.255 1.498
10 0.024 -0.063 0.106 1.927
11 0.383 0.085 -3.711 3.678
12 -0.048 -1.108 -2.102 3.324
13 -0.083 0.040 -0.056 4.181

Mean [m] 0.316218 -0.119711 1.247433
RMS Error [m] 0.560366 0.407503 5.215058

Table 6. Ortho image Accuracy using GCP (calibration)
GCP ID Error X [m] Error Y [m] Error Z [m] Projection Error

6 -0.014 0.013 -0.040 0.491
7 -0.014 0.015 0.039 0.486
8 0.015 0.010 -0.012 0.616
9 -0.014 0.014 0.034 0.390
10 -0.010 0.026 0.036 0.528
11 0.013 0.034 0.108 0.441
12 0.011 0.017 0.049 0.273
13 -0.005 -0.015 -0.004 0.769

Mean [m] -0.002214 0.014098 0.026271
RMS Error [m] 0.012322 0.019256 0.049773



영상 이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에 대

해 signal target으로 선정한 8개의 지상기준점에 대하여

정사영과의 위치오차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

Table 6과 같이 산정되었다.

8개의 지상기준점에 대하여 각각의 정사영상간의 픽

셀간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IO 파라미터를 적용하지 않

은 경우 영상상의 점과 지상기준점의 차이는 X, Y, Z 방

향별로 각각 0.31 m, 0.11 m, 1.24 m로 나타났고, IOP를

적용한 경우, 차이는 X, Y, Z 방향별로 각각 -0.002 m

0.014 m, 0.026 m로 나타났다.

영상상의 RMS의 경우 IOP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X

는 0.560 m, Y는 0.407 m 그리고 Z는 5.215 m를 보였고,

IOP를 적용한 경우 X는 0.012 m, Y는 0.019 m 그리고 Z

는 0.049 m로 나타났다. 이는 카메라 검정에 따른 IOP

를 고려한 경우의 RMS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

평오차는 약 2배, 수직오차는 약 10배 양호한 결과를 나

타낸다.

Fig. 7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유무에 따른 정사영상

생성된 결과물을 8개의 지상기준점 별로 이미지를 비

교하였다. IOP가 적용되지 않은 영상의 경우 6번 GCP

에서는 정사영상 만드는 과정에서 영상이 제대로 중첩

되지 않아 이미지가 정확하게 겹쳐지지 않았으며, GCP

또한 signal target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번 GCP는 signal target 안에 GCP가 근접해 있기는 하

나 벗어나 있으며 8, 9, 10번에서는 Signal Target 내에

GCP가 나타났으나 Target의 중심에 정확하게 위치하

고 있지 않다. 11, 12번은GCP와 singal target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13번은 정사

영상 생성과정에서 이미지가 제대로 중첩되지 않아 영

상 상의 signal target의 형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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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P No Calibration Calibration GCP No Calibration Calibration

6 10

7 11

8 12

9 13

Fig. 7. Comparison between GCP and orthoimage no calibration(left) and calibration(right) of IO parameter.



단된다. 이에 반해 IO 파라미터가 적용된 정사영상 에

서는 8개의 GCP 모두 signal target 내 중심과 근접하게

위치 한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 측량용 스마트카메라를 탑재한

UAV를 이용하여 수치표고모형 및 정사영상을 제작 하

고, 카메라 검정 유무에 따라 정사영상의 정확도를 분

석하여 탑재체로서의 스마트 카메라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coded target을 통해 얻은 사진을 photo modeler를 이

용하여 카메라 검정을 수행하였고, 카메라 내부표정요

소를 획득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카메라 검정 결

과, RMS error가 0.57 pixel로 나타났고, 이것은 비측량용

카메라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우수한 정

확도이다.

Field experiment에서 IO 파라미터를 고려한 경우,

triangulation 결과는 0.1 pixel (RMSE) 이내로 나타났고,

이것은 IO 파라미터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향상된 결과였다. 획득된 영상을 이용하여 내

부표정요소 유무에 따른 연구지역의 정사영상과DEM

을 생성하였으며 , 내부표정요소가 적용 되지 않은

DEM의 경우 최소값이 다소 부정확하게 나타났다.

생성된 정사영상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8개의

지상기준점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내부표정요소를

고려한 경우 평균 RMS는 0.022 m를 나타낸 반면, 내부

표정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평균 RMS는 약 1.971

m로 매우 큰 오차를 보였다. 내부표정요소 고려 유무에

따라 RMS 값이 89배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비 측량용 카메라를 탑재한UAV를 활용하는

경우,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계수 값을 적용할시 높은 정

확도의 정사영상을 획득하여 실질적으로 다양한 연구

에서 이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가 스마트 카메라 1대에 의해 나타난 결

과라는 점을 감안할 때, UAV 시스템을 위한 탑재체로

써 스마트 디바이스의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UAV 시스템에 탑재되어 직접 또는 간접

적인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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