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1> 연구대상지역 영상(횡중복도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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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에 도입된 라인센서방식의 디지털항공카메라 ADS40영상을 활용하여 항공삼각측량

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준점의 수량 및 배치를 달리하여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모든 방법

에서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측량작업내규에서 요구하는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 

기준점의 배치가 조밀하면 좀 더 양호한 성과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국내에 도입된 디지털항공카메라의 영

상획득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데, 이는 기존 아날로그항공카메라 방식

을 따르는 프레임센서방식과 인공위성의 

방식을 따르는 라인센서방식이다. 프레임

센서방식의 디지털항공카메라는 GPS/IMU

장비를 탑재한 아날로그항공카메라촬영을 

실시한 경우와 동일하게 기준점의 배치를 

규정에 준용할 수 있으나, 하나의 스트립

이 최대 40㎞까지 구성이 가능한 라인센

서방식의 디지털항공카메라의 경우는 기

준점의 배치 및 수량에 대하여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 연구는 라인센서방식인 ADS40영상에 

대하여 기준점 수량 및 배치에 대하여 사

진기준점측량 실시 후 기준점 및 검사점

의 정확도를 비교하여 라인센서 디지털항

공카메라의 항공삼각측량의 기준점수량 

및 배치에 대한 정확도를 확인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지는 전라북도 군산지역 일부

를 선정하여 촬영고도 1.1㎞에서 횡중복

도 40%로 GSD(Ground Sample Distance) 

12cm의 면적 30×2㎞에 대하여 디지털항공

카메라 ADS40영상 3개 스트립을 획득하였

고, 사진기준점측량의 정확도평가를 위하

여 평면 19점, 수준 38점에 대하여 현지 

GPS측량을 실시하였다.

  디지털항공카메라의 원시자료의 다운로

드와 자료처리를 위하여 Gpro, GPS/IMU처

리를 위하여 IPAS 및 GrafNAV, 사진기준

점측량을 위하여 Orima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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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dy dxy(거리) dz

표

편

차

①
 기 0.039 0.056 0.068 0.041 

 검사 0.096 0.137 0.167 0.128 

②
 기 0.044 0.058 0.073 0.055 

 검사 0.070 0.089 0.113 0.086 

③
 기 0.042 0.057 0.071 0.041 

 검사 0.068 0.087 0.110 0.081 

<표 1> 방법별 정확도 비교결과

  ADS40영상을 활용하여 항공삼각측량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위하여 3가지 방법으

로 항공삼각측량을 수행하여 기준점의 수

량 및 배치를 달리하여 방법별로 정확도 

검증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방법①은 3개의 스트립으로 구성된 연

구대상지역의 네 모서리 가장자리에 4개

의 기준점을 배치하였고, 방법②는 좌/우

의 가장자리부분에 4점씩, 중앙에 위/아

래에 2개의 기준점과 2개의 수준기준점을 

배치하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법③은 

촬영 진행방향으로 아날로그 항공카메라 

1/5,000촬영축척으로 8모델의 거리인 약 

500m마다 19개의 기준점과 11개의 수준점

을 배치하여 항공삼각측량을 수행하였다. 

세 가지 방법으로 수행한 정확도평가 결

과는 <표 1>에 나타내고 있다.

  방법①, 방법②, 방법③의 결과는 모두 

항공사진측량작업내규에서 요구하는 정확

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방법①과 비교해 

볼 때, 방법②와 방법③은 오차가 비슷하

게 나타났으며, 기준점의 배치가 조밀하

면 좀 더 양호한 성과를 확보 할 수 있음

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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