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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onitoring of facilities such as roads, dams and bridges is important for their long-term
sustainable usage. It has usually suffered with safety and cost problems, which makes more frequent
monitoring difficult. As an efficient and economical solution to these problems, one may consider the use
of smartphone to capture the status of the facilities. To deriv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s with the
smartphone images for facility monitoring, one should first rectify the images in a way as automatic and
economical as possible. In this study, we propose such a rectification method, which rectifies smartphone
images acquired from arbitrary locations based on reference images. In the proposed method, we determine
the camera extrinsic parameters of each smartphone images using the reference images rather than ground
control points, and project the image to the target surface of the facility based on the determined camera
parameters. The method were applied to test data acquired from a small dam toward water-area facility
monitoring.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camera extrinsic parameters were determined with
the accuracy of 5 cm and 0.28˚ in the position and attitude. The accuracy of the distance measured from
the rectified image was evaluated to 10 cm. With the rectified images, one can accurately determine the
location and length of the target objects required for facility monitoring.
Key Words : Smartphone image, Reference image, Georeferencing, Rectification, Facility monitoring

요약 : 시설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 모니터링은 중요하다. 특히, 도로, 댐, 교량 등의 시

설물은 안전과 비용의 문제로 자주 점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으로 스

마트폰 기반 모니터링을 고려할 수 있다. 시설물 모니터링을 위해 스마트폰 영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서, 먼저 절대좌표계를 기준으로 보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임의의 위치에서 취득된 스마트폰 영상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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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설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주기적

인 모니터링은 필수적이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수리

및 복구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거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그 중 도로, 댐, 교량 등의 시설물은 특성상 크기가

크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다. 현재 이러한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면

서 사람이 직접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의

방법은 특성상 점검 주기가 느리고, 작업자의 인명 피

해 위험이 있다. 또한 구조물의 규모가 클수록 많은 시

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Metni and Hamel, 2007; Nikolic

et al., 2013; Morgenthal and Hallermann, 2014; Choi and

Lee, 2016).

이에 사람이 직접 접근하지 않고 영상을 이용하여 원

격으로 시설물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

다. Fukuda et al.(2013)는 시설물의 정보를 얻기 위해 직

접 센서를 부착하거나 레이저를 이용하는 기존 시스템

의 비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

설물 관심영역의 영상을 취득하여 시설물의 변위를 파

악하였고, Feng et al.(2015)는 스테레오 영상을 이용한

템플릿 매칭을 이용하였다. Ye et al.(2016)은 영상을 이

용한 시설물 변위 측정에서 촬영한 영상에 어떤 영상처

리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더 나은 결과를 나타내는지 검

증하였다. 영상을 이용하면 시설물의 정보를 취득할 때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 인명 피해와 같은 위

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이 직접 접근하는 방

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점검 주기를 단축시

킬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

구글이 발표한 ‘Mobile Apps in APAC: 2016 Report’에 따

르면, 국내 스마트폰 사용률이 91 %로 나타났다. 데스

크톱 PC와 노트북 등의 컴퓨터 사용률 73 %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Google, 2016). 또한 최근 스마트

폰 카메라의 성능은 디지털 카메라와 해상도에 있어서

견줄만한 정도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은 보급률이 높

고 휴대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영상을 이용한 시설물 모

니터링이 가지는 이점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측량에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었

다. Kim et al.(2015)은 VLBI 안테나를 스마트폰 카메라

를 이용하여 스테레오로 촬영해 3차원 좌표를 결정하

였다. DLT방법과 상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경우 각각

의 3차원 좌표를 실측좌표와 비교하였다. 스마트폰 영

상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취

득된 스마트폰 영상이 시설물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설물에서 휘어

짐 현상을 분석할 때 호모그래피 변환을 이용하여 영상

을 보정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Sładek et al., 2012;

Dworakowski et al., 2016), 스테레오 영상으로부터 상호

표정하여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연구도 있었다

(Malesa et al., 2013). 그러나 호모그래피 변환을 이용한

방법은 시설물이 평평한 면으로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

하고, 3차원 변환을 이용한 방법은 스테레오 영상에서

파악되지 않은 포인트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위치를 파

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두 가지 방법 모두 보

정된 영상으로부터 지상 공간 상의 위치 좌표를 확인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영상의 위치와 자세(외부표

정요소)를 이용하여 기하보정함으로써 시설물 모니터

링에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영상에서의 특정 지점의 위

치나 길이 정보를 얻으려 할 때 효과적이다. 스마트폰의

외부표정요소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GPS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GPS

를 이용한 스마트폰의 위치파악은 정확도가 낮고,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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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기반으로 보정하여 시설물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기준영상을 활용하여 지오레퍼런

싱을 수행하여 스마트폰의 외부표정요소를 결정한다. 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영상을 시설물의 대상 객체면

에 투영하여 보정한다. 제안된 방법은 보에서 취득한 시험데이터에 적용하였다. 스마트폰의 외부표정요소는

위치 5 cm, 자세 0.28˚ 정확도로 결정되었다. 보정된 스마트폰 영상에서 측정한 길이는 10 cm의 오차를 보

였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영상을 시설물 모니터링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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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폰

에 내장되어 있는 적외선, RFID, 초음파, Wi-Fi 센서 등

을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Sui and Wang, 2015). 그

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초기 설비비용이 비싸고, 정확도

에 있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비용, 정확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비

없이 스마트폰 모듈을 이용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스

마트폰에 내장된 가속도, 자이로스코프 데이터와 영상

을 결합하여 위치를 파악한 연구가 있었고(Atzori et al.,

2012), 스마트폰 영상과 깊이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치를 결정한 연구도 이루어졌다(Werner et al., 2011).

기존에 구축된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도 했는

데,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하면 기존

의 구축된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영상 매칭을 통해 공액

점을 선정하여 외부표정요소를 결정하였다(Kim et al.,

2013; Sui and Wang, 2015). 스마트폰 단일 영상이 아닌

동영상을 이용하기도 했다(Xue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설물 모니터링

을 위하여 지상기준점 없이 기준영상을 기반으로 스마

트폰 영상의 외부표정요소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설물의 3차원 모델면에 대하여 스마트폰 영상을 기

하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2 장에서 스마트폰 영상

을 기하보정하기 위한 방법론과 세부과정에 대해 설명

하고, 3 장에서 데이터 취득 결과와 4 장에서 제안된 방

법의 정확도 검증 결과를 다룬다.

2. 영상 기하보정 방법론

영상 기하보정은 Fig. 1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지오

레퍼런싱과 편위수정으로 이루어진다. 지오레퍼런싱

은 기준영상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영상의 외부표정요

소를 결정하는 단계로 영상 매칭과 번들 조정으로 구성

된다. 편위수정은 스마트폰 영상을 대상 객체면에 투영

Rectification of Smartphone Image Based on Reference Images for Facility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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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rectification of smartphone images based on referenc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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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하보정된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로 대상 객체면

의 정의와 화소 재배열로 이루어진다.

1) 지오레퍼런싱

지오레퍼런싱은 영상이 획득된 순간에 영상의 외부

표정요소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오레퍼런싱은

영상 간의 특징점을 연결하여 공액점을 산출하는 영상

매칭과 공액점과 지상기준점을 이용하여 영상의 정밀

한 외부표정요소를 결정하는 번들 조정으로 나뉜다.

영상 매칭은 서로 다른 영상에서 동일한 지상점에 투

영된 공액점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영상 매칭은 (1) 영상

의다른부분과구분이되는특징점을검출하는과정, (2)

검출된 특징점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는 과정, (3) 특징점

의 정보를 비교하여 공액점을 찾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영상 매칭을 통해 영상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정의한다.

번들 조정은 공선조건식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영상

의외부표정요소를동시에결정하는방법이다(McGlone,

2004). 번들 조정은 입력으로 기준 데이터와 외부표정요

소의 초기값, 공액점이 요구된다. 기존의 번들 조정은

기준 데이터로 대상지역에서 실측한 지상기준점을 이

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기준영상 기반 번들 조정은

기준 데이터로 지상기준점을 이용하지 않고, 사전에 정

밀한 외부표정요소를 알고 있는 기준영상을 활용한다.

기존의 번들 조정과 기준영상 기반 번들 조정의 비교는

Fig. 2와 같다.

중복된 영상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최소 5 개의 공액점이 필요하고, 절대좌표계로 참조시

키기 위하여 좌표계를 정의하는 7 개의 변수를 결정해

야 한다. 스마트폰 영상과 기준영상 간의 공액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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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input data with existing bundle adjustment and reference images based bundle adjustment.

Fig. 3. Concept of the minimum criteria of bundle adjustment based on reference images.

10이임평(231~242).qxp_원격탐사  2017. 5. 4.  오전 11:35  페이지 234



해 상대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지만, 절대좌표계에서

의 스케일을 결정할 수 없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

상점의 좌표가 필요하고, 지상점의 좌표는 두 장 이상

의 기준영상에서 확인되는 공액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준영상 기반 번들 조정

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장의 스마트폰 영상과 기준영

상 간에 최소 5 개 이상의 공액점이 필요하고, 이 중 최

소 하나의 공액점은 두 장 이상의 기준 영상에서 확인

되어야 한다. Fig. 3에서와 같이 스마트폰 영상이 기준

영상과 최소 5 개의 공액점, 그 중 1 개의 점은 또 다른

기준영상과도 공액점을 가지면 기준영상을 기반으로

번들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

2) 편위수정

중심투영으로 취득된 영상을 정사투영으로 변환하

고, 절대좌표계로 참조시키는 과정을 편위수정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촬영된 스마트폰 영상을 시설물의

3차원 모델에 투영하기 위하여 모델 상에 투영면을 정

의하고 공선조건식에 따라 화소값을 재배열하는 편위

수정을수행한다. 이에대한개념은 Fig. 4에서확인할수

있다. 영상의 투영은 번들 조정과 같이 공선조건식을 기

반으로 한다. 스마트폰 영상을 대상 객체면에 투영하여

객체면에서 지상좌표를 설정하고, 객체면의 지상좌표

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영상의 화소를 재배열한다.

어떠한 지상점을 최소 두 장 이상의 영상에서 관측이

가능하면 영상점만으로 해당 지상점의 좌표를 결정할

수 있다. 단일 영상만으로는 영상이 투영되는 지상점의

좌표를 획득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폰 영상이 투영되는 대상 객체면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

에 단일 스마트폰 영상만으로 스마트폰 영상이 투영되

는 지상점의 좌표를 계산할 수 있다.

공선조건식을 식 (1)과 같이 표현할 때, λ는 영상의 축

척, 영상을 촬영한 위치로부터 지상 객체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스마트폰 영상을 투영할 객체면을 식 (2)와

같이 정의한다면, 스마트폰 상에 나타난 임의의 객체점

PG에 대하여 식 (1)을 정리하고 식 (2)에 치환하여 식 (3)

과 같이 λ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출된 λ

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영상의 영상점이 투영되는 객체

면 상의 지상점 좌표를 식 (4)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PC = RGC (PG
_ CG)                         (1)

where
PC: the image point in Camera Coordinate System

(CCS)
λ: the ratio of length between image and ground
RGC: the rotation matrix converting Ground Coordinate

System (GCS) to CCS
PG: the ground point in GCS
CG: the perspective center in GCS

                                   nTPG = d                                    (2)
where
n: the normal vector of a plane
PG: the ground point in GCS, a point on the plane
d: the value of a point calculated by plane equations

1
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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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cept of rectifying smartphone images onto the target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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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 (λRCG PC + CG) = d                          (3)
                        λnTRCG PC = d _ nT CG

                             λ =

where
RCG: the rotation matrix converting CCS to GCS

                           PG = λRCG PC + CG                                                  (4)

                  PG = RCG PC + CG

식 (4)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영상이 투영되는 객체면

상의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범위에 일정한 간격의 격자

를 생성한다. 다음으로 격자마다 지상점 좌표를 이용하

여 공선조건식에 의해 화소 재배열을 수행한다. 그러나

객체면이 지상좌표계를 정의하는 세 개의 축에 대하여

임의의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격자의 지상점 좌표를 산

출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체면

좌표계를 정의하여, 객체면좌표계 기준으로 격자에 대

한 지상점 좌표를 산출하고 화소 재배열을 수행한 후,

이를 다시 지상좌표계로 변환하였다. {(v1→), (v2→), (v3→ )}을

기저로 갖는 좌표공간에서 임의의 점 a→의 좌표는 식 (5)

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객체면의 법선벡터를 기저로

활용하여 객체면좌표계를 기준으로 격자의 지상 좌표

를 식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6)에 객체면좌표계

의 기저를 곱하면 지상좌표계로 다시 변환할 수 있다.

        a→ = pv1→ + qv2→ + rv3→ = [v1→ v2→ v3→] [p q r]T          (5)
where
a→: an arbitrary point
v1→, v2→, v3→: the basis of an coordinate system
p, q, r: the coordinates of a→ in the basis of {v1→, v2→, v3→}

                        [n1
→ n2

→ n3
→]

_1a→                                (6)
where
n1
→, n2

→, n3
→: the basis of surface coordinate system

a→: an arbitrary point

3. 데이터 구축

1) 데이터 취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스마트폰 영상은 대구광역시 달

성군에 위치한 강정고령보를 대상으로 취득하였다.

Fig. 5(a)는 스마트폰 영상을 취득한 구간을 보여준다. 강

정고령보의 초입부터 약 70 m 구간에 대해서 촬영하였

고, 촬영하는 위치와 강정고령보를 바라보는 각을 다르

게 하였다. 영상의 수는 25 장, 강정고령보와의 거리는

약 20 m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Fig. 5(b)는 촬영된 스마

트폰 영상의 일부이다. 스마트폰 영상은 강정고령보의

하부에서 촬영하였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용된 스마트폰은 TG-L800S으로

카메라의 제원은 Table 1에서 요약하고 있다.

2) 기준영상 구축

기준영상은 사람의 접근이 용이치 않은 강정고령보

의 특성을 반영하여 UAV를 이용하여 취득하였다. Fig.

6(a)는 기준영상을 취득한 구간을 보여준다. 강정고령보

(d _ nT CG)
(nT RCG PC)

(d _ nTCG)
(nTRCG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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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Acquisition section of smartphone images and (b) example of smartphone image. input data with existing bundle
adjustment and reference images based bundle adjustment.

                                            (a)                                                                                                                 (b)

      

  el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smartphone camera

Model Focal length Image resolution Pixel size
TG-L800S 3.85 mm 4160 px × 2340 px 1.25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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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입부터 약 300 m 구간에서 강정고령보와 비슷한

높이에서 촬영하였다. 영상의 수는 55장, 강정고령보와

의 거리는 약 87 m이고, GSD(Ground Sampling Distance)

는 약 1.5 cm이다. Fig. 6(b)는 촬영된 기준영상의 예시이

다. 기준영상을 촬영하는데 사용된 카메라의 제원은

Table 2와 같다.

55 장의 기준영상에 대하여 43 개의 지상기준점을 이

용하여 지오레퍼런싱을 수행하였다. 지상기준점은 영

상당 각각 약 8 개 정도 분포되었고, 정밀도는 2 cm로 설

정하였다. 기준영상을 촬영하는데 사용된 카메라의 내

부표정요소는 기준영상을 구축할 때 셀프 캘리브레이

션을 수행하여 획득하였다. 셀프 캘리브레이션은 영상

지오레퍼런싱을 수행할 때, 카메라 내부표정요소를 함

께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Han et al., 2016). 지오레퍼

런싱된 기준영상에 대하여 18 개의 검사점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산출한 결과 Table 3과 같으며 RMSE는 7.02

cm이었다.

4. 실험결과

1) 지오레퍼런싱

스마트폰 영상에 대하여 기준영상을 이용하여 지오

레퍼런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영상과 동일

지점을 촬영한 기준영상을 파악하여야 한다. 대상물의

동일지점을 촬영한 기준영상과 스마트폰 영상의 예는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7(b)의 스마트폰 영상은

Fig. 7(a)의 기준영상에서 표시된 영역을 가리킨다. 기준

영상과 스마트폰 영상의 관계는 대상물과의 거리와 촬

영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Fig. 7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지오레퍼런싱을 수행하기 위해 스마트폰 영상과 기

준영상을 매칭하였다. 자동으로 영상 매칭을 수행한 경

우, 스마트폰 영상과 기준영상 간에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잘못된 매칭점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일부에 대해 수동으로 공액점을 추출하여

번들 조정에 활용하였다.

번들 조정을 수행할 때 카메라의 내부표정요소를 고

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준영상을 촬영하는데 사용된

카메라의 내부표정요소는 기준영상 구축 시 셀프 캘리

브레이션을 통해 획득한 값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스마

트폰 카메라는 특성상 촬영할 때마다 내부표정요소가

일정하지 않다. 또한, 시설물 모니터링을 위해 스마트폰

영상을 취득할 때 스마트폰 영상이 카메라 캘리브레이

션에 적합한 형태로 취득되길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마트폰 카메라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이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용하지 않고, 렌즈 왜곡이 없을 때의 내

부표정요소를 가정하여 번들 조정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기준영상을 활용한 지오레퍼런싱 방법의 정

Rectification of Smartphone Image Based on Reference Images for Facility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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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Acquisition section of reference images and (b) example
                                                  (a)                                                                                                              (b)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camera used to capture
reference images

Model Focal length Image resolution Pixel size
ILCE-7M2 35 mm 6000 px × 4000 px 6 um

Table 3. Check points RMSE of reference images with
GCP(Ground Control Points)

X error (cm) Y error (cm) Z error (cm) Total (cm)
5.33 3.41 3.04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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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번들 조정을 수행하였

다. 첫 번째는 지상기준점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영상과

기준영상에 대하여 번들 조정을 수행하였고, 산출된 스

마트폰 영상의 외부표정요소를 기준값으로 가정하여

정확도 검증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는 제안된 방법에 의

하여 지상기준점 없이 스마트폰 영상과 기준영상에 대

하여 번들 조정을 수행하였다.

스마트폰 영상이 번들 조정 정확도에 미친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스마트폰 영상에 포함되는 검사점과 그렇

지 않은 검사점을 나누어 정확도를 살펴보았다. Table 4

는 지상기준점을 활용한 첫 번째 번들 조정 결과의 정

확도를 보여준다. 검사점 18 개의 RMSE는 9.12 cm이었

다. 스마트폰 영상에 포함되는 검사점을 이용하여 정확

도를 계산한 경우 RMSE가 11.78 cm로 기준영상의

RMSE인 7.02 cm보다 낮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영상에

포함되지 않는 검사점을 이용하여 정확도를 계산한 경

우는 RMSE가 7.44 cm로 기준영상의 정확도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Table 5는 지상기준점을 활용하지 않은

두 번째 번들 조정을 수행한 결과의 정확도를 보여준

다. 스마트폰 영상에 포함되는 검사점을 이용하여 계산

한 RMSE는 13.05 cm이었지만, 스마트폰 영상에 포함되

지 않는 검사점을 이용하여 계산한 RMSE는 기준영상

의 정확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총 25 장의 스마트폰 영상 중 12 장의 영상만 Fig. 3에

서 설명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외부표정요소를 추정할

수 있었다 . 스마트폰 영상의 외부표정요소에 대한

RMSE는 스마트폰 영상의 외부표정요소의 기준값과

추정값을 비교하여 정의하였다. RMSE는 Table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치에 대하여 5.067 cm, 자세에 대하

여 0.281˚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스마트폰 영상에 포함된 영역만 번들 조정

에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오레퍼런싱의 속도 향상을 위해 전체 영상이 아닌 스

마트폰 영상과 중복된 기준영상만을 이용하여 지오레

퍼런싱을 수행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2) 편위수정

스마트폰 영상을 대상 객체면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외부표정요소와 대상 객체면에 대한 정보가 필

요하다. 지오레퍼런싱 과정을 통해 영상의 외부표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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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Example of a reference image and (b) a smartphone image that has taken the same point on the object.
                                                  (a)                                                                                                              (b)

Table 4. Check points RMSE of reference and smartphone
images with GCP

X error
(cm)

Y error
(cm)

Z error
(cm) Total (cm)

Included in the 
martphone images 4.92 10.46 2.28 11.78

Not included in the
smartphone images 5.66 3.26 3.54 7.44

Total 5.43 6.60 3.18 9.12

Table 5. Check Points RMSE of reference and smartphone
Images without GCP

X error
(cm)

Y error
(cm)

Z error
(cm) Total (cm)

Included in the 
smartphone images 5.18 11.76 2.26 13.05

Not included in the 
smartphone images 5.67 3.26 3.54 7.44

Total 5.51 7.29 3.17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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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획득하였고, 대상 객체면에 대한 정보는 객체면에

대한 평면의 방정식을 정의하여 얻을 수 있다. 평면의

방정식은 평면 위의 최소 세 개의 점으로 표현이 가능

하다. Fig. 8에서와 같이 지오레퍼런싱 과정에서 입력으

로 사용하였던 지상기준점, 검사점(P1, P2)과 지오레퍼

런싱을 통해 추정된 지상점(P3)을 이용하여 대상 객체

면을 정의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산출할 수 있다.

대상 객체면은 Fig. 8에서 네모박스 형태로 표현된 부

분이고, 이 객체면을 정의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산출하

기 위해 세 점(P1, P2, P3)을 선택하였다. 세 점을 이용하

여 평면 위에 있는 두 벡터 v1→, v2→을 정의할 수 있고, 이

두 벡터를 외적하여 객체면의 법선벡터 n→를 정의할 수

있다.

대상 객체면의 식과 스마트폰 영상점을 식 (4)에 대

입하여 Fig. 8의 스마트폰 영상을 객체면에 투영하였다.

Fig. 9에서 객체면을 정의할 때 사용된 점과 스마트폰 영

상의 네 모서리점이 객체면으로 투영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네모형태의 점 세 개(P1, P2, P3)는 객체면을 정

의하기 위해 사용된 점으로 투영면의 축을 구성하고, 원

형의 점 네 개는 스마트폰 영상의 네 모서리 점이 투영

된 점들로 스마트폰 영상이 투영되었을 때의 객체면 상

의 커버리지를 보여준다.

스마트폰 영상이 투영된 객체면에 격자를 생성하기

위하여 지상좌표계로 표현된 객체면의 지상점 좌표를

Rectification of Smartphone Image Based on Reference Images for Facility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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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OP RMSE of smartphone images

X (cm) Y (cm) Z (cm) Total (cm) ω (˚) 𝜙 (˚) κ (˚) Total (˚)
0.587 4.889 1.194 5.067 0.192 0.043 0.202 0.281

Fig. 8. Information of target plane.

Fig. 9. Relationship between points used to define target plane and the projected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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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면좌표계로 변환하였다. 객체면좌표계로 재정의

된 투영된 영상의 격자 생성 범위는 Fig. 10과 같다. 투영

된 스마트폰 영상은 사다리꼴 형태와 같고 격자 생성 범

위는 직사각형과 같다. 직사각형 영역에 대하여 일정 간

격으로 격자를 생성한다.

격자마다 객체면좌표계 기준의 각 좌표를 지상좌표

계로 다시 변환한 후, 공선조건식에 대입하여 영상으로

역투영하였다. 영상으로 역투영할 때 역투영된 영상좌

표가 영상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범위 내

존재하는 경우 스마트폰 영상의 화소값을 격자에 재배

열하여 편위수정한다. 최종적으로 Fig. 8를 기하보정한

결과는 Fig. 11과 같다.

기하보정된 영상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기하

보정된 영상에서 계산한 지상점 좌표와 직접 측량 성과

를 비교하였다. 각 점의 좌표에 대한 RMSE와 점 사이의

길이에 대한 RMSE를 계산하였다. P1은 약 10.5 cm, P2

는 약 14.9 cm의 위치 정확도를 보였다. 기하보정된 영

상 상에서 P1과 P2 사이의 거리와 실제 측량된 길이의

차이는 약 11.8 cm이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 모니터링을 위하여 스마트폰

영상을 기준영상을 기반으로 대상 객체면에 기하보정

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실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

안하는 방법론을 검증하고자 대상 지역의 기준영상을

구축하고, 스마트폰으로 동일 지역에 대하여 영상을 취

득하여 실험하였다. 대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UAV

를 이용하여 기준영상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를 취득

하였다. 지상기준점 없이 기준영상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 영상에 대한 번들 조정을 수행한 결과, 스마트폰 영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3, No.2, 2017

–240–

Fig. 10. Shape of a projected smartphone image(trapezoid) and its boundary(rectangle) in
surface coordinate systems.

Fig. 11. The rectified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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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추정된 외부표정요소의 정확도는 위치에 대하여

5.067 cm, 자세에 대하여 0.281˚이었다.

대상 객체면을 선정해 객체면의 정보를 이용하여 단

일 스마트폰 영상 상에 나타난 지상점의 좌표를 계산할

수 있었고, 객체면에 스마트폰 영상을 투영하여 편위

수정할 수 있었다. 기하보정된 영상 상에서 관심 지점

의 위치 및 길이를 약 10 cm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대상 지점 위치 또는 대상 지점간 길이 파

악에 스마트폰 영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위치 및 길이 파악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스

마트폰 영상과 기준영상의 양질의, 다량의 공액점 확보

를 위한 영상 매칭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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