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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다종 공간정보로부터 취득한 지상기준점을 활용한 
UAV 영상의 3차원 위치 정확도 비교 분석

박소연 1)·최윤조2)·배준수2)·홍승환3)·손홍규 4)†

Three-Dimensional Positional Accuracy Analysis of UAV Imagery Using 
Ground Control Points Acquired from Multisource Geospatial Data

Soyeon Park 1)·Yoonjo Choi2)·Junsu Bae2)·Seunghwan Hong3)·Hong-Gyoo Sohn 4)†

Abstract: Unmanned Aerial Vehicle (UAV) platform is being widely used in disaster monitoring and
smart city, having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quickly acquire images in small areas at a low cost.
Ground Control Points (GCPs) for positioning UAV images are essential to acquire cm-level accuracy
when producing UAV-based orthoimages and Digital Surface Model (DSM). However, the on-site
acquisition of GCPs takes considerable manpower and time. This research aims to provide an efficient
and accurate way to replace the on-site GNSS surveying with three different sources of geospatial
data. The three geospatial data us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1) 25 cm aerial orthoimages, and Digital
Elevation Model (DEM) based on 1:1000 digital topographic map, 2) point cloud data acquired by Mobile
Mapping System (MMS), and 3) hybrid point cloud data created by merging MMS data with UAV data.
For each dataset a three-dimensional positional accuracy analysis of UAV-based orthoimage and DSM
was performed by comparing differences in three-dimensional coordinates of independent check point
obtained with those of the RTK-GNSS survey. The result shows the third case, in which MMS data and
UAV data combined, to be the most accurate, showing an RMSE accuracy of 8.9 cm in horizontal and
24.5 cm in vertical, respectively. In addition, it has been shown that the distribution of geospatial GCPs
has more sensitive on the vertical accuracy than on horizontal accuracy.
Key Words: Unmanned Aerial Vehicle, Orthoimage, Digital Surface Model, Mobile Mapping System,

Ground Control Points

요약: UAV (Unmanned Aerial Vehicle) 플랫폼은소규모지역의영상을저비용으로신속하게취득이가능하다

는장점이있어재난모니터링과스마트시티분야에널리활용되고있다. UAV 기반정사영상및 DSM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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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UAV (Unmanned Aerial Vehicle) 플랫폼은 저고도 비

행으로고해상도영상을취득할수있을뿐만아니라저

비용으로소규모지역의영상을신속하게촬영할수있

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 모니터링, 스마

트시티 모델링, 주기적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

에서 UAV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UAV에 탑재된

GNSS/INS센서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환경모니터링,

재난상황 시에 지형 매핑과 피해 현황 정보 수집 연구,

실시간 건물 피해 현황 파악, 홍수 예측을 위한 DEM

(Digital Elevation Model) 생성및지형모델링등의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Boccardo et al., 2015; Coveney

and Roberts, 2017; Gonçalves and Henriquses, 2015; Nex

et al., 2019; Suh and Choi, 2017). 또한 UAV를 이용하여

산사태발생지역과같이사람이접근하기어려운재난

지역에서도 주기적인 현장 모니터링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Zekkos et al., 2016).

UAV로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작된 UAV정

사영상 및 DSM (Digital Surface Model) 위치 정확도는

UAV에탑재된 GNSS센서의정확도에좌우된다. 하지

만UAV는페이로드제한으로인해저가의센서가장착

되며, 지상으로부터 약 100 m상공에서 비행하여 데이

터를취득하기때문에, 기체의불안정성으로인한UAV

위치센서의정확도문제가논의되고있다(Ai et al., 2015).

Forlani et al.(2018)는 UAV에 장착된 GNSS/INS센서만

을이용하여 Direct Georeferencing을수행하면 UAV지

오레퍼런싱정확도향상에한계가있어 GCP을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확한 GCP좌

표를취득하기위해서는대부분상당한시간이소요되

는 RTK-GNSS수신기를 이용한 현장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이접근하기어려운지역일경우데이터취

득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시간과 정확도 측면을

고려하여효율적GCP측량을위한최적의방안이요구

되고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는 UAV비행계

획최적화, GCP네트워크최적화, 최적의비행고도등

의 외부 변수와 UAV영상으로 취득한 최종 결과물 정

확도의관계를제시하였다(Agüera-Vega et al., 2017; Sanz-

Ablanedo et al., 2018; Tonkin sndMidgley, 2016; Zimmerman

et al., 2020). 뿐만아니라, 현장에서GCP취득을하지않

고사전에구축되어있어활용가능한공간정보를이용

하여 UAV의기하보정정확도를향상하고자하는연구

가진행되었으며, Nho(2018)는재난모니터링에활용될

UAV의신속한기하보정을위하여영상의해상도가차

이가있는항공정사영상과 UAV영상의매칭을수행하

여지상기준점을취득하였다. 하지만해당연구결과수

직정확도는약 1 m로, UAV영상을이용하여 cm급고

정밀데이터를구축하는데있어서한계가있었다.

UAV영상을 활용한 고정밀 데이터 구축에 대한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Escobar Villanueva et al.(2019)

는지상레이저스캐너(Terrestrial Laser Scanner, TLS)의

점군 데이터를 GCP로 활용하였으며, UAV영상을 이

용하여생성된 DEM을참조 (reference) TLS DEM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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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Model) 제작 시 cm 급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UAV 영상의 위치보정을 위한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s, GCP)이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장 GCP 취득을위한현장방문, 대공표지설치에는상당한인력

과시간이소요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GCP 현장취득을대체하기위한방법으로사전에구축되어활용

가능한세가지공간정보를 GCP로이용하는방법을제시하였다. 연구에사용한세가지공간정보는첫째, 25

cm 급 정사영상과 1:1000 수치지형도 기반 DEM (Digital Elevation Model), 둘째, 모바일매핑시스템(Mobile

Mapping System, MMS)으로취득한점군데이터, 셋째, MMS 데이터와 UAV 데이터를융합하여만든하이브리

드점군데이터이다. 세가지공간정보로부터취득한 GCP를이용하여각각에대하여 UAV 정사영상과 DSM

(Digital Surface Model, DSM)을생성하였다. 생성된 3가지결과를현장 RTK-GNSS 측량으로취득한검사점과

비교하여 3차원위치정확도평가를진행하였다. 실험결과, 세번째경우인MMS와 UAV를융합한하이브리드

점군데이터를GCP로사용하였을때, UAV 정사영상과DSM의최종정확도가수평방향의 RMSE는 8.9 cm, 수

직방향의 RMSE는 24.5 cm로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 현장측량을대체하기위해활용한공간정보로부터취

득한GCP의분포는수평위치정확도보다수직위치정확도에더많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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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도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TLS는 한 번에

취득가능한데이터의범위가제한적이며, 광범위한지

역의 고정밀 3차원 좌표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성이 낮

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TLS점군 데이터를 활용

한 센서 위치 보정 연구는 아직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현실이다.

기존연구의한계인 TLS의공간적제약을해결하기

위해, 모바일매핑시스템(Mobile Mapping System, MMS)

은 이동 중 차량에 탑재된 라이다가 점군 데이터를 취

득한다. MMS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데이터취득에용이하지만도로주변으로점군데

이터가한정되며도로주변이아닌지역의영상을보정

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또한, 지상에서취

득된MMS점군데이터의경우, 건물, 나무등으로인하

여 폐색 영역이 발생한다. MMS로 취득한 데이터의 폐

색영역문제를해결하기위해Gholami Farkoushi(2018)

는MMS를이용하여취득한점군데이터와UAV영상을

기반으로제작된점군데이터를융합하여폐색영역이

최소화된점군데이터를생성하는방법을제안하였다.

해당 연구는 각 플랫폼의 장점을 최대화한 3차원 정밀

공간데이터를 융합하여 도시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UAV의 영

상을보정하기위하여연구지역에직접 RTK-GNSS측

량을 실시하여 3차원 공간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MMS

로취득된점군자료와융합하는연구만을진행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AV의 활용도는 증가

하고 있지만 위치 보정을 위해서는 현장측량과 TLS를

활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MMS의 활용 분야도

급격히증가하고있지만고정밀자료취득이도로주변

에한정되어있는단점이있다. 하지만, 이와같은단점

을보완하기위해다양한공간정보센서로부터취득된

정보를UAV의위치보정을위하여활용하는연구는거

의진행되지않고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UAV영

상의위치보정을위하여광범위한지역에대한GCP가

필요할 경우, GCP현장 취득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

로 사전에 구축되어 있어 활용 가능한 세 가지 공간정

보를GCP로이용하는방법을연구하였다. 연구에사용

한공간정보는항공정사영상및수치지형도기반DEM

데이터, MMS점군 데이터, MMS점군 데이터와 UAV

사진측량기반점군데이터를융합한하이브리드데이

터이다. 이상의 3가지 공간정보로부터 취득한 GCP를

활용하여 UAV정사영상 및 DSM을 제작하고 이에 대

한 3차원위치정확도를비교분석하였다. 또한, GCP모

델링을위하여활용한공간데이터특성과GCP의개수

와 분포에 따라 영상 기반으로 생성된 UAV정사영상

및DSM정확도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였다.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제안한방법인UAV기하보정을위한현

장GCP취득을대체하는방법을연구하기위하여 Fig. 1

과같은절차로진행하였다. 첫째, UAV플랫폼을이용

하여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행 예상 일의 날씨,

바람, 지형정보를수집하여비행계획(flight planning)을

수립한다. 둘째, 앞서작성한계획을토대로연구대상지

역에서 UAV플랫폼을 이용하여 취득한 UAV영상에

대하여 GCP를 활용하지 않고 UAV에 탑재된 GNSS/

INS센서 정보만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의 정사영상과

DSM을 생성한다. 즉, direct georeferencing결과를 취득

한다. 셋째, 3가지공간정보로부터취득된 GCP를활용

하여 UAV영상의 EOP(Exterior Orientation Parameter)

와 IOP(Interior Orientation Parameter)를보정한다. 넷째,

3가지다른공간정보로부터취득한GCP를활용하여생

성된정사영상과 DSM을 2번째단계에서생성된 direct

georeferencing단계의결과와비교한다. 이들결과를현

장 RTK-GNSS측량을통하여취득한기준점과비교하

여각 3가지경우에서취득한GCP결과와분석을진행

한다. 이와같은연구를위한각단계에대한상세한내

용은다음과같다.

1) UAV 데이터 취득과 정사영상생성

본연구에서는비행계획을자동으로계획하는 GCS

(GroundControl System) 소프트웨어인 FireFLY 6 Planner

을 사용하여 UAV데이터를 취득하였다. UAV데이터

취득 후 , 데이터 처리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Pix4D

Mapper를 사용하였으며, Pix4D를 이용한 데이터 처리

연구 흐름도는 Fig. 1의 데이터 처리 단계에 자세히 나

타냈다. 먼저, 특징점 기반 매칭을 수행하여 영상에서

특징점을추출한후매칭을통해모든영상의상호표정

다종 공간정보로부터 취득한 지상기준점을 활용한 UAV 영상의 3차원 위치 정확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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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였다. 이 결과에 따라, 광속조정법 (Bundle

Adjustment, BA)을 이용하여 모든 영상의 EOP와 IOP

초기값을설정한후기하보정을실시하였다.

UAV 영상의 기하보정을 위한 위치와 자세 초기값

으로, UAV에 탑재된 GNSS/INS센서로 취득한 EXIF

(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의 메타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또한저가의카메라를사용하였기때문에탑재

된 카메라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을 동시에 수행하여

IOP를 추정하였다. 광속조정법은 공선조건식을 기반

으로 하며, 식 (1)과 식 (2)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EOP는 (Xo, Yo, Zo, ω, ø, κ) 중, EOP의 자세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인(ω, ø, κ)는회전행렬(r11, r12, …, r33)로표현하

였으며 IOP는 (xp, yp, c, Δx, Δy) 이다.

     
xa = xp – c + Δx (1)

      
ya = yp – c + Δy(2)

              xp, yp :  principal distance
r11, r12, …, r33 :  element of rotation matrix
                    c :  focal length
        Xo, Yo, Zo :  perspective center of camera
       XA, YA, ZA :  3D ground point Coordinates
           Δx, Δy :  distortion parameters

UAV는 기체 자체가 바람의 영향으로 불안정하고,

위치센서의정확도에문제가있기때문에 UAV에탑재

된 GNSS/INS을이용하여제작한정사영상및 DSM은

위치정보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UAV기반

데이터 처리 시 GCP를 사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이용

하여 UAV의지오레퍼런싱정확도를향상하였다.

최종적으로, 광속조정법을통해 UAV의 IOP와 EOP

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항공삼각측량을 수행
r11(XA – Xo) + r21(YA – Yo) + r31(ZA – Zo)
r13(XA – Xo) + r23(YA – Yo) + r33(ZA – Zo)

r12(XA – Xo) + r22(YA – Yo) + r32(ZA – Zo)
r13(XA – Xo) + r23(YA – Yo) + r33(ZA – 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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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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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상 데이터의 3차원 위치좌표를 산출하였다. 기

하보정이 완료된, UAV영상에서 증가된 매칭점 수를

기반으로정밀점군데이터를생성하였다. 고정밀UAV

사진측량 기반 점군 데이터의 3차원 위치정보를 활용

하여 TIN (Triangulation Irregular Network) 제작후래스

터데이터보간법을통해격자데이터인DSM을생성하

였다. 정사영상을제작하기위해서는연속적인표고값

을나타낸 DEM와달리비고가큰건물로인한기복변

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DSM을 활용한다. 이를 이

용하여기복변위로인한기하학적왜곡을제거하여최

종적으로대상지역의정사영상을생성하였다.

2) GCP 좌표 취득을 위한 공간 데이터

본연구에서는사전구축되어활용가능한공간정보

에서 3차원좌표를취득하여 UAV영상처리시GCP로

활용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공간정보는 항공정사영상

및수치지형도기반DEM, MMS로취득한점군데이터,

MMS와 UAV데이터를 융합한 점군 데이터로, 다음에

상세히기술하였다.

(1) CASE 1 : 항공정사영상(X, Y) 및 수치지형도

기반 DEM(Z)

첫번째, GCP 3차원좌표를추출하기위하여활용한

공간정보는항공정사영상과수치지형도기반DEM이다.

국토정보지리원에서는 2년 주기로 전국 단위의 항공

정사영상을 제작하고 있어 기준영상으로의 활용성이

높게평가되고있다. 본연구에사용된항공정사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2018년에 촬영

되었으며, 정사영상의공간해상도(GSD)는 25 cm로이

로부터 UAV영상 기하보정을 위한 수평 X, Y좌표 취

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항공정사영상은 항공사진측

량작업규정제56조에따라, 도화축척 1:1000인경우표

준편차는 0.20 m, 최대오차는 0.40 m라 명시되어 있다.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받은 연구 대상지역의 수치

지형도의 표고 및 등고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DEM을

생성하였으며, 이를UAV영상기하보정을위한수직 Z

값취득에활용하였다.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

정제18조에 따르면, 축척이 1:1000인 수치지도를 이용

하여DEM를제작할경우, 격자간격은 1 m로편집을수

행해야함을명시하였다. 이에따라, 수치지형도의표고

및 등고선 데이터는 2차원 공간에 분포된 점들의 집합

으로, 들로네 삼각법을 이용하여 TIN을 구축한 후, 공

간해상도가 1 m인DEM데이터를제작하였다. DEM의

정확도는항공레이저측량작업규정제44조에따라, 수

치지도축척이 1:1000인경우, 오차한계로평균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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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2.  (a) Aerial Orthoimage and (b) Digital Elevation Model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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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는 0.5 m 이내, 최

대오차는 0.75 m이내라고명시되어있으며, GCP취득

에활용된항공정사영상과 1:1000 수치지형도기반으로

제작한대상지역의DEM은 Fig. 2에나타냈다.

(2) CASE 2 : Pegasus MMS 점군 데이터

스마트시티와자율주행자동차는정밀지도(HDmap)

를기반으로운영되며, 이를위해고정밀MMS점군데

이터의활용성이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 MMS차량

에장착된라이다로점군데이터를취득하고, 차량앞에

설치된카메라두대를이용하여스테레오카메라기반

RGB-Depth값을 정합하여 정밀 3차원 점군 데이터를

구축할수있다. GNSS는건물, 나무등다중경로로인해

도심지역에서정확도가낮아지는단점이있으나, MMS

에 탑재된 GNSS/INS센서와 주변환경을 분석하여 실

시간 3차원스캔을수행하면, GNSS다중경로문제로인

하여 GNSS신호정확도가낮은지역에서도정밀위치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MMS점군 데이터를 GCP로 활용하였으며, Fig. 3

는 연구에 활용된 MMS 점군 데이터로 Leica Pegasus:

Two장비를사용하여취득한데이터이다. PegasusMMS

의상세한사양은 Table 1에표시하였다.

(3) CASE 3 : MMS 점군 데이터와 UAV 기반

점군 데이터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데이터

GCP로활용한세번째데이터는 Pegasus MMS점군

데이터와 UAV사진측량 기법으로 제작한 3차원 점군

데이터를융합한하이브리드데이터이다. MMS는차량

에장착된라이다를이용하여취득한데이터로지상물

체는고정밀, 고해상도로 3차원데이터를구축할수있

으나, 사람, 건물, 나무등으로인하여폐색영역이발생

하기도한다. 이와다르게, UAV영상기반으로제작된

3차원점군데이터는항공에서취득된데이터로건물지

붕등관찰이가능하나, 건물의측면에서는폐색영역이

발생할수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Gholami

Farkoushi (2018)는MMS점군데이터와 UAV사진측량

기반으로 제작된 3차원 점군 데이터를 융합한 하이브

리드 점군 데이터 제작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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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eica Pegasus: Two Specifications
Camera Sensors

Number of Cameras 8
CCD size 2000 × 2000
Pixel size 5.5 μm

Focal length 8.0 mm
GNSS/IMU/SPAN Sensor

Position accuracy

horizontal 0.02 m RMS
vertical 0.020 m RMS

pitch/roll 0.008 degrees RMS
heading 0.013 degrees RMS

Typical Accuracy
Horizontal accuracy 0.020 m RMS

Vertical accuracy 0.015 m RMS

Fig. 3.  Point cloud data acquired from Fegasus MMS at
Yonsei University and Yeonhui-dong.

Fig. 4.  Integrated point cloud data from UAV imagery and
MMS point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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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이브리드점군데이터의 RMSE는 0.131 m로확인

되었다(Fig. 4).

4) 검사점을 이용한 정확도 평가

UAV사진측량기반으로제작된정사영상과DSM의

위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GNSS를 이용하여 검

사점(Check Point, CP)을 취득하였다. 사용한 GNSS장

비는 Fig. 5에 있는 Leica GS18 T수신기이다. GNSS측

량 방식은 네트워크 실시간 이동 측위(Network-Real

Time Kinematic, Network-RTK) 기법으로, 한측점마다

10 epoch로설정하여위성신호를수신하였으며, Table

2에 GNSS장비의 정확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UAV정사영상과 DSM정확도 평가를 위한 검사점으

로 총 31점의 3차원좌표를취득하였으며, 정확도는정

량적인 수치인 최대값, 최소값,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평균값을 계산하여 비교하였으며,

RMSE는식 (3) ~ 식 (6)에대입하여계산하였다. RMSE

를계산하기위해서X, Y, Z축오차를계산하였으며, X,

Y평면 좌표값을 비교하여 수평 RMSEH와 Z좌표값을

비교하여수직 RMSEZ를산정하여비교하였다.

      
RMSEX =                    (3)

      
RMSEY =                    (4)

      
RMSEH =           (5)

      
RMSEZ =                    (6)

3. 실험 및 연구결과

1) 연구 지역 및 연구자료

연구지역은서울특별시서대문구에위치한연세대

학교 신촌캠퍼스로 선정하였다. 2020년 2월 비행계획

을수립하여데이터를취득하였으며, 영상의중복도가

높으면영상의특징점기반매칭수가증가하여기하보

정정확도가향상되기때문에, 종중복도와횡중복도는

모두 80%로설정되었다. 데이터취득면적은 0.652 km2

이며, 비행시사용한UAV기체와카메라는각각 FireFly

6 Pro와 SONY ILCE-6000으로상세한사양은 Table 3에

나타냈다. UAV에 장착된 GNSS/INS센서를 사용하여

촬영시UAV의위치와자세는영상메타데이터에기록

되었으며, 총 470장의영상을취득하였다.

본연구에서GCP를취득하기위한참조공간정보로

세가지종류를활용하였으며, 참조데이터를달리하여

제작된UAV정사영상및DSM의정확도를비교하였다.

1
n

 n
∑(xi – x̂i)2

i=1

1
n

 n
∑(yi – ŷi)2

i=1

1
n

 n
∑(xi – x̂i)2 + (yi – ŷi)2

i=1

1
n

 n
∑(zi – ẑi)2

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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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eica GS 18 T receiver and controller.

Table 2.  Leica GS18 T Specifications
Measurement Performance and Accuracy

Single baseline 
Network RTK

Hz 8 mm + 1 ppm / V 15 mm + 1 ppm
Hz 8 mm + 0.5 ppm / V 15 mm + 0.5 ppm

Table 3.  Specification of FireFly 6 Pro and camera

Image

Size 1524 mm × 828 mm
Weight 3.8-4.5 kg

Flight Time 50-59 min
Cruise Speed 15-18 m/s

Camera

Model Sony ICLE-6000
Sensor Size 23.5 mm × 15.6 mm

Sensor Resolution 6000 × 4000
Pixel Size 3.88 μm

Focal Length 2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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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구축되어 본 연구에서 활용된 3차원 공간정보는

항공정사영상및DEM, MMS점군데이터, MMS와UAV

를융합한점군데이터를활용하였다.

UAV의기하보정을위해서는GCP의수와분포를적

절히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Agüera-Vega

et al.(2017)는 UAV영상을기반으로헥타르(ha) 마다 1.7

개의GCP를취득하는것이가장최적이라는연구결과

를발표하였다. 하지만연구에활용한공간정보의특성

으로 GCP의 수와 분포를 동일하게 취득하는 데 어려

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정사영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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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ocation of ground control point and check point: (a) GCP from aerial orthoimage and DEM, (b) GCP
from MMS point cloud, (c) GCP from point cloud integrated by MMS and UAV, (d) CP acquired from
GNSS equipment.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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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데이터에서 81개, MMS 점군 데이터에서 40개,

MMS와 UAV를융합한점군데이터에서 101개의 GCP

를취득하였다. MMS점군데이터의GCP와MMS데이

터 및 UAV데이터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점군 데이터

의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MMS의 접근 한계와 지상의

차량, 건물, 나무, 사람등폐색요인으로인해활용가능

한MMS점군데이터로취득한 GCP분포가도로주변

에치우치는경향이있다. 따라서, MMS점군데이터기

반 GCP를추출하는것보다, MMS점군데이터의 GCP

와 MMS데이터 및 UAV데이터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점군 데이터에서 취득한 GCP의 분포는 3차원 공간에

서균일하였으며, 항공정사영상과DEM에서도마찬가

지로균일하게분포된GCP를취득하여사용하였다. 하

지만, 항공정사영상과DEM을사용하였을경우항공정

사영상의공간해상도는 25 cm로제작되어 25 cm내지

상거리에물체가있는경우점, 선, 면특징을구별하기

어려운단점이있어, MMS데이터및 UAV데이터를융

합한하이브리드점군데이터에서취득한 GCP개수보

다 20개적은 81개의GCP를취득하여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 3가지공간정보로부터취득하여활용한

GCP의위치분포는 Fig. 6의 (a), (b), (c)에항공정사영상

및 DEM, MMS점군데이터, MMS와 UAV점군데이터

를 융합한 점군 데이터 순으로 표시하였다. UAV영상

기하보정결과의 정확도 평가를 위한 검사점도 31개의

지점에서취득하여 Fig. 6(d)에위치분포를나타냈다.

2) 실험 결과

사전제작된다양한공간정보에서취득한GCP데이

터를 활용하여 UAV사진측량 기반 정사영상 및 DSM

을제작하여정확도비교를진행하고이를분석하였다.

GCP에 따른 각 공간정보에 대한 데이터 처리 품질을

Table 4에수록하였다. Table 4에서알수있듯이GCP취

득에 활용한 참조데이터 따라 UAV 지오레퍼런싱

RMSE는MMS데이터와UAV데이터를융합한점군데

이터, MMS점군데이터, 항공정사사진과DEM순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칭수도 UAV지오레퍼런싱 RMSE에

따라증가하는것을확인하였다.

Table 5는GCP를취득한참조데이터종류에따라제

작된 UAV정사영상 및 DSM과 검사점 위치정보를 이

용하여 Max, Min, Mean, RMSE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비교한표이다. MMS와 UAV융합점군데이터의 GCP

를사용한경우RMSEH = 8.9 cm, RMSEZ = 24.5 cm이며,

MMS의 GCP를사용한경우 RMSEH = 11.8 cm, RMSEZ

= 62.7 cm로계산되었다. 항공정사사진과DEM의GCP

를 사용한 경우 RMSEH = 16.0 cm, RMSEZ = 24.5 cm로

확인되었다. 이에반해, UAV의GNSS/INS센서만을사

용한경우 RMSE는 m단위로계산되었으며, RMSEH =

2.331 m, RMSEZ = 4.165 m이다. Fig. 7은 RMSE정확도

가가장높은MMS와 UAV를융합한점군데이터GCP

를사용하여제작한 UAV정사영상및DSM이다.

Fig. 8은 검사점의 위치 분포에 따른 UAV기반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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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ccuracy comparison of three-dimensional position

Aerial Orthoimage (X, Y) /
DEM (Z) MMS (3D point cloud) MMS/UAV (3D point cloud) Without GCP

ΔX
[cm]

ΔY
[cm]

ΔH
[cm]

ΔZ
[cm]

ΔX
[cm]

ΔY
[cm]

ΔH
[cm]

ΔZ
[cm]

ΔX
[cm]

ΔY
[cm]

ΔH
[cm]

ΔZ
[cm]

ΔX
[cm]

ΔY
[cm]

ΔH
[cm]

ΔZ
[cm]

Max 23.8 25.0 31.4 57.8 23.3 13.7 24.1 145.8 18.6 12.1 19.1 60.2 252.6 208.9 300.6 650.5
Min 0.4 0.8 2.5 0.4 0.2 0.4 2.6 0.6 0.1 0.3 2.9 0.5 69.1 82.3 182.3 151.1

Mean 9.3 9.9 14.6 18.7 8.1 4.8 10.4 46.9 5.8 4.3 8.0 20.4 172.6 144.2 230.3 396.4
RMSE 10.9 11.7 16.0 24.5 10.3 5.9 11.8 62.7 7.4 5.0 8.9 24.5 180.7 147.2 233.1 416.5

Table 4.  Comparison of quality check result
Aerial Orthoimage/DEM MMS MMS/UAV Without GCP

Number of matchings 23557.3 23707.8 23787.3 23683.1
Number of GCP 81 40 101 0

Georeferencing mean RMSE 0.668 m 0.286 m 0.18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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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과 DSM의 정확도를 비교하기 위해 DSM값과 검

사점의 Z축값오차를막대그래프로도시하였다. 수직

오차의경우, MMS데이터를 GCP로사용하였을때, 연

구지역의 남동측 하단에서 검사점과의 오차범위가 비

교적크게나타났다. 이에대해, 정량적비교를하기위

하여 MMS점군 데이터가 구축된 지역과 검사점의 거

리의평균인약 75 m를기준으로 13개의근거리검사점

과 18개의원거리검사점을나누어오차의평균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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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stribution of error at Check Point location, (a) horizontal error and (b) vertical error.
                                                         (a)                                                                                                           (b)

Fig. 7.  UAV-Based Orthoimage (a) and DSM (b) using GCP acquired from point cloud integrated by MMS data
and UAV data at Yonsei University.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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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근거리검사점에서수직오차의평균은 21.9

cm로 계산되었으나, 원거리 검사점에서 수직 오차의

평균은 87.9 cm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Table 6). 이에

따라 MMS와 UAV융합 점군 데이터의 GCP를 사용한

경우와 MMS점군 데이터의 정확도를 비교하면, MMS

로취득한점군데이터는 cm급정확도로 UAV기하보

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GCP의 분포에 따라 수

직오차범위가커질수있다는단점이있다.

Fig. 9에 묘사된 바와 같이, MMS의 점군 데이터의

GCP분포가 고르지 못할 경우 검사점 전체의 수직 오

차의 평균은 작을 수 있지만, 검사점 위치에 따른 수직

오차의범위는 1.45 m로가장큰차이를보임을알수있

었다. 이에따라, 연구대상지역전체에서균일한수직

위치정확도를확보하기위해서는균일분포된GCP취

득이정밀데이터구축에중요함을확인하였다.

참조데이터의 GCP를활용하여취득한영상과검사

점과의 수평오차는 Fig. 10에 방향과 상대적인 오차길

이를 함께 표시하였으나, GCP취득에 활용된 검사점

위치에 따른 수평 오차의 발생 방향에 대한 경향은 미

비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점의 수평 RMSE(Root Mean

Square Error)는 MMS와 UAV데이터를 융합한 점군 데

이터 GCP를 사용한 경우 8.9 cm이며, MMS점군 데이

터 GCP의 수평 RMSE는 11.8 cm로, 항공정사영상과

1:1000 수치지형도 기반 DEM데이터의 수평 RMSE는

16.0 cm로계산되었으며, 하이브리드점군데이터GCP

를 사용한 경우 수평 정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다음으로 GCP를 사용하지 않고 UAV플랫폼 RTK-

GNSS정보만을 이용하여 제작한 정사영상과 DSM정

확도는 m단위로정확도가현저하게낮은것을확인하

였다. GCP를사용하지않았을경우수직RMSE는 4.165

m, 수평 RMSE는 2.331 m로계산되었으며 GCP를사용

했을경우약 cm급 RMSE인경우에비해수평 RMS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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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oxplot of range of (a) horizontal error and (b) vertical error.
                                                    (a)                                                                                                                     (b)

Table 6.  Comparison of the mean value in vertical error
at part of check point

Check 
Point ID

Aerial Image/
DEM ΔZ [cm]

MMS
ΔZ [cm]

MMS/UAV 
ΔZ [cm]

CP 1-12, 31 14.1 87.9 15.9
CP 13-30 28.7 21.9 28.2

Fig. 10.  Horizontal differences of UAV-based ortho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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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배~ 26배증가함을보였으며, 수직RMSE는약 7 ~

17배증가함을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MMS점군 데이터와 UAV점군 데이터

를융합한하이브리드점군데이터의 GCP와항공정사

영상과 DEM의 GCP는 비슷한 GCP개수와 분포로 취

득되었으나, 공간정보의정확도및해상도의차이로점,

선, 면 특징을 구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항공정사

영상과 DEM의 GCP의 개수가 20개 적게 취득되었다.

항공정사영상과DEM의공간해상도는각 25 cm, 1 m로

MMS데이터와UAV데이터를융합한하이브리드데이

터의 수평·수직 RMSE를 비교하면, 항공정사영상과

DEM을사용했을경우수직 RMSE는하이브리드데이

터와비슷한정확도를보였으며, 수평 RMSE는MMS와

UAV데이터를융합한점군데이터보다약 2배증가하

였다.

도심지역의경우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

법률제12조 2항에따라 1:1000의수치지형도를제작하

고 있으나, 전국단위로는 1:5000 수치지형도가 제작되

고있다. 이에따라, 수치지형도축척을고려한 1 m, 5 m

로 DEM을 제작하여 GCP취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

하여보았으며, UAV정사영상및DSM를생성한후정

확도를비교하였다. 축척에따른정확도는 Table 7에나

타냈으며, 기존DEM공간해상도 1 m를사용한경우에

비해 DEM공간해상도 5 m를사용한경우수평 RMSE

의 변화는 미비하였으나, 수직 RMSE는 24.5 cm에서

63.6 cm로 증가하였다. 즉, 참조데이터의 DEM해상도

에따라GCP로활용되는Z축정확도가낮으면, UAV기

반DSM수직정확도또한낮아지는것을확인하였다.

4. 결론

UAV영상의 위치 보정을 위하여 GCP현장측량 시

소요되는시간과비용문제를대체하고자, 광범위한지

역의 공간데이터를 신속하게 취득이 가능한 항공정사

영상과수치지형도기반DEM, MMS점군데이터, MMS

점군데이터와 UAV점군데이터를융합한하이브리드

점군데이터에서취득한GCP를활용하여 UAV정사영

상과 DSM을 제작하고 이에 대해 정확도 비교 수행한

결과다음과같은결과를얻었다.

첫째, MMS와 UAV데이터를 융합한 점군 데이터를

이용한경우수평·수직 RMSE는 8.9 cm, 24.5 cm로가장

작은 수치를 보였다. 수평 RMSE는 MMS점군 데이터,

항공정사영상과 DEM를 GCP로 사용한 순으로 11.8

cm, 16.0 cm로 증가함을 보였으며, 수직 RMSE는 항공

정사영상과 DEM, MMS점군데이터를 GCP로사용한

순으로 24.5 cm, 62.7 cm로특히, MMS점군데이터만을

사용한경우 2.6배증가하였다.

둘째, GCP 없이 UAV에 탑재된 GNSS/INS 정보만

사용했을 경우 수평 RMSE는 2.331 m, 수직 RMSE는

4.165 m로m급정확도로계산되었으며, GCP를사용했

을 경우 약 cm급 RMSE인 경우에 비해 수평 RMSE는

약 15배 ~ 26배, 수직 RMSE는 약 7배 ~ 17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즉, 정밀 위치 보정을 하기 위해서 GCP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참조 데이

터에서 GCP를 취득할 경우 GCP의 수와 분포, 활용한

공간정보의해상도에따라 UAV영상기반으로제작된

정사영상과DSM정확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

되었다.

따라서, 기제작된다양한공간데이터로취득한GCP

를 활용하여 UAV영상 기반 정사영상과 DSM을 제작

한다면신속하고정확한위치정보를요구하는재난대

응단계에서광범위한지역의준실시간모니터링이가

능해지고재난복구단계에서보다정확한피해면적과

피해규모산출, 주기적으로복구현황파악이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참조 공간데이터의

GCP취득시수동적인방법을자동적인매칭기법으로

보완해야하는것은향후연구가필요한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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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Positional accuracy comparison depending on
DEM raster size

Aerial Orthoimage/
DEM [1 m]

Aerial Orthoimage/
DEM [5 m]

ΔH [cm] ΔZ [cm] ΔH [cm] ΔZ [cm]
Max 31.4 57.8 40.0 124.2
Min 2.5 0.4 2.6 25.5

Mean 14.6 18.7 13.4 59.7
RMSE 16.0 24.5 15.5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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