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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旨

최근 디지털 항공영상은 우수한 촬영기하와 높은 공간 및 방사해상도로 인하여 대축척 지도제작에 보편적으로 활

용되고 있다. 하지만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높은 정밀도와 신뢰도의 확보를 위해서는 촬영된 영상의 품질검증 작

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외에서는 영구적인 항공카메라 검정용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영상취득 시스템을 검증하

는 실험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와 실험이 미흡하여 영상의 

품질검증을 위한 실용적인 방안의 제시가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휴대용 Siemens star 타겟을 이

용하여 시각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영상의 공간해상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영

상은 면형 방식의 DMC, UltraCamXp와 선형방식의 ADS80 등 세 종류의 카메라로 취득하였다. 촬영된 영상에서

Siemens star 타겟을 추출하여 시각적인 방법으로 영상의 해상도를 이론적인 GSD(Ground Sample Distance)와 비

교하였다. 아울러 Siemens star 타겟이 촬영된 영상의 위치와 비행방향 및 비행직각 방향에 따라 공간해상도의 변

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카메라별 촬영된 영상의 이론적 GSD는 약 6∼9cm인 반면, 시각적 해상도

는 이론적인 GSD에 비하여 약 1.2∼1.3배 정도 크게 측정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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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gital aerial images have been commonly used in a large scale map production owing to their  excellent geometry, 
and high spatial and radiometric resolution in recent years. However, a quality verification process for acquired 
images should be preceded in order to secure the high precision and reliability of produced results. Several 
experimental studies to verify digital imaging systems have been vigorously researched by constructing permanent 
test field in abroad. On the other hand, it is urgently necessary to suggest a practical scheme for an image quality 
verification, because this related study and experiment are still in its early stage at home. Hence, this study aims to 
present an easy method to measure the spatial resolution of the image in a visual way using a portable Siemens star.
The images used in the study were obtained with three different cameras, two frame array sensors of DMC, 
UltraCamXp and a linear array sensor of ADS80. The Siemens star target appeared in every image is extracted and
then the spatial resolution of image is compared with theoretical GSD(Ground Sample Distance) by a visual method. 
In addition, the change of spatial resolution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Siemens star from image center and 
flight direction and cross-flight direction is also compared and analyzed. As study results, while the theoretical 
GSDs of images taken with each camera are about 6∼9㎝, the visual resolutions are 1.2∼1.3 times as great as the
theoretical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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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디지털 항공카메라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영상센

서(imaging sensor)이다. 디지털 항공카메라는 물리적

으로 복잡한 구조로 제작되어 있으며, CCD(Charge 
Coupled Device) 크기의 제한과 배열방법 및 왜곡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카메라 기종에 따라 취득되는 영

상의 특성 역시 매우 상이하다. 또한 촬영 당시 대기의 

영향, 태양고도 및 물체의 반사특성 등 주변 환경의 변

화에 따라 취득된 영상의 특성이 달라지고 있다(Beisl 
and Woodhouse, 2004). 이는 결국 영상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어 최종 산출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하지

만 영상품질 저하의 원인을 상세한 항목별로 명확히 규

명하고 정량화기는 쉽지가 않다. 따라서 테스트 필드를 

설치하여 방사, 공간 및 분광해상도를 총체적으로 검증

하여 영상센서의 검정이 필요하다(Honkavarra, 2008). 
항공영상의 공간해상도 분석에 관한 국외 연구 동향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DS40 카메라로 Siemens 
star를 촬영하여 MTF (Modulation Transfer Function) 
기법으로 공간해상도를 분석한 결과 선형으로 엇갈림 

배열(Staggering)된 복원(Resotoring) 영상의 해상도가 

증가함을 입증하였다(Becker et al., 2005; Reulke et 
al., 2006). 그리고 DMC 보조영상을 집성하여 실영상

(virtual image)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영향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극히 미미하며(Tang et al., 2000), DMC 보조영상은 

센서의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다르고 카메라 경사각의 

영향으로 인하여 비행방향과 비행직각 방향의 공간해

상도의 변화가 발생함을 연구하였다(Honkavarra et al., 
2006).

한편, 국내에서는 Siemens star를 이용하여 GSD 
(Ground Sample Distance) 8cm로 촬영된 DMC 영상

의 이론적인 해상력과 실제 해상력을 측정한 결과 1cm
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Lee et al., 2011), bar target을 

이용하여 GSD 12cm로 촬영된 DMC 영상의 이론적 

해상력과 측정된 실제 해상력의 비교 결과 약 0.6cm의 

미미한 차이가 발생함을 입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Lee et al., 2012). 그리고 DMC, UltraCam 및 ADS80 
등 서로 다른 기종의 카메라로 GSD 6∼9cm로 

Siemens star와 Bar target을 동시에 촬영하여 GSD, 시
각적 해상도 및 경계반응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Lee, 
2012). 

이상과 같은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국외에서는 주

로 국가 연구기관과 대학들이 동참하여 테스트베드를 

설치하여 대규모 연구사업으로 영상센서를 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하학적 및 공간해상력 검증

에서 지상분광계를 비롯한 다양한 영상측정 장비를 설

치하여 방사 및 분광해상력에 관한 연구로 진일보하고 

있다(Honkavarra, 2008; Markelin, 2013). 반면, 국내

에서는 아직도 관련 분야의 실험과 연구가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용이한 방법으로 

영상의 품질평가 작업이 가능한 휴대용 Siemens star 
타겟을 이용하여 공간해상도 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고자 한다.

2. 공간해상도 분석 원리

2.1  이론적 GSD

과거 아날로그 카메라의 공간해상도는 1mm 내에 존

재하는 흑백선 쌍( )의 개수로 표현하였다. 반면, 
디지털카메라의 공간해상도는 CCD센서가 가지는 셀 

크기와 비행고도에 비례하며, 초점거리에 반비례한다. 
디지털카메라는 면형 방식과 선형 방식의 카메라로 나

눌 수 있다. Fig. 1에는 면형 방식과 선형방식에  대한 

촬영기하를 나타내고 있다. 면형 방식의 디지털카메라

는 기존 아날로그 카메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을 수

행한다. 그리고 선형 방식은 일렬로 배열된 센서가 비

행방향으로 스캔하듯이 촬영을 수행한다(Wolf and 
Dewitt, 2002). 

디지털 항공영상의 이론적인 해상도는 Fig. 2에 도시

된 기하학적 관계를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하다(Lee, 
2012). 즉, 항공영상의 2차원 x, y 평면좌표계 상에서 

비행방향을 나타내는 한 축만을 고려하여 닮음 꼴의 원

리를 적용하면 Eq. (1)과 같다. 

                               (1)

Figure 1. Geometry of a digital frame camera(left) and 
a linear array sensor(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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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alculation of theoretical GSD

여기서, 는 영상에서의 한 픽셀의 크기를,  
는 이에 대응하는 지상의 표본거리를 의미한다. 그리고 

는 카메라 초점거리를, 는 비행고도를 나타낸다. Eq.  
(1)로부터 이론적인 공간해상도는 Eq. (2)와 같이 계산

할 수 있다(Lee, 2012).

 

×                         (2)

만약, 본 연구에서 사용된 DMC 카메라의 경우를 고

려하면, 한 픽셀의 크기가 12㎛이고 초점거리가 

120mm로 비행고도 800m에서 촬영하는 경우 영상의 

이론적인 GSD는 8.0cm가 된다. 물론 상기의 이론적인 

해상도는 엄밀히 연직으로 촬영된 단일 영상의 경우에

만 적용이 가능하다. DMC 카메라로 경사로 촬영된 네 

개의 비정방형 보조영상을 단일 영상으로 집성

(mosaicking)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차는 무시

할 정도로 미미함을 이론적(Tang et al., 2000) 또는 실

험으로 입증하고 있다(Zeitler et al., 2002). 

2.2 시각적 해상도

본 연구에서는 인식 가능한 Bar 타겟의 크기에 따른 

공간주기율을 계산하여 영상의 해상도를 분석하는 방

법과 달리, Siemens star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해상

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Siemens star는 Fig. 3과 같이 직경 2m의 크기의 원형

으로 중심으로부터 방사 각도가 11.25°로 일정한 간격

으로 배열된 흑백선의 개수가 총 32개로 구성되도록 

제작하여 촬영 후 해상도를 분석하였다.
시각적 해상도 분석은 Fig. 4와 같이 촬영된 영상에

서 Siemens star의 외곽 직경(D)에 비하여 흑백선의 경

계 구분이 불가능한 중심부의 흐릿해지는 경계까지의 

직경(d)을 측정하여 수행하였다. 즉, 시각적 해상도는 

Figure 3. Design of Siemens star
  

Figure 4. Calculation of diameter ratio on Siemens 
star

Eq. (3)과 같이 중심부의 흐릿해지는 경계부분까지의 

직경(d)에 비례하고 Siemens star에 존재하는 흑백선의 

개수(n)에 반비례 한다(Lee, 2012).

 


                                 (3)

Fig. 4에서 흐릿해지는 경계부분까지의 직경(d)이 각

각 0.3D와 0.15D 일 경우, Siemens star의 직경(D)은 

2m이므로 해상력은 각각 6cm와 3cm가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단순히 육안으로만 중심부의 흐릿

해지는 경계부를 측정해야 하므로 작업자에 따라 그 결

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객관

적인 분석을 위하여 Fig. 5와 같이 Siemens star 도형

Figure 5. Visual resolution determined by cont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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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Areas

Flying
date

Cameras
(CCD array) Image Size(pix.) Focal

length
Pixel
size

Flying
height Overlap

Yeonggwang Mar. 02
2011

DMC
(Frame) 13,824 x 7,680 120mm 12.0㎛  800m P=70%

Q=60%

Changwon

Feb. 24
2011

UltraCamXp
(Frame) 17,310 x 11,310 100mm 6.0㎛ 1,000m P=80%

Q=60%
Feb. 24

2011
ADS80
(Line) 12,000 65mm 6.5㎛  760m P=100%

Q=30∼40%

Table 1. Specifications for digital cameras used and flight parameters corresponding study areas

이 촬영된 영상의 DN값으로 부터 밝기값의 차이를 계산

하여 흐릿한 경계부가 확실히 표현되는 등고선을 생성하

여 내부 직경을 측정하였다. Fig. 5의 좌측 영상에서는 

측정자의 주관적 견해가 포함될 수 있지만, 등고선으로 

표현된 우측 그래프에서는 백색과 흑색의 경계가 뚜렷해

지는 거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Lee, 2012).

3. 영상취득 

3.1 해상도 검증용 타겟 설치

본 연구의 대상지는 전라남도 영광군 옥실과 경상남

도 창원시 동읍으로, 두 지역 모두 전형적인 농촌 마을

이다. 영상의 시각적 해상도 분석을 위하여 촬영 시 판

독이 용이하도록 건물과 주유소 옥상에 해상도 검증용 

Siemens star 시트를 설치하여 촬영을 수행하였다. 연
구대상지별 설치된 Siemens star는 Fig. 6과 같다. 

3.2 카메라 및 Siemens star 영상 

영상자료의 취득은  옥실지역은 DMC 카메라로 비

행고도 800m에서, 창원 지역은 UltraCamXp와 ADS80 
카메라를 이용하여 각각 비행고도 1,000m와 760m에

서 촬영하였다. 두 지역은 각기 다른 날자와 시간대 및 

상이한 기상조건 하에서 촬영하여 영상을 취득하였다. 
기타 카메라 제원과 촬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그리고 각 카메라별 Siemens star가 촬영된 

영상의 샘플은 Fig. 7과 같다.

Figure 6. Siemens star installation at 
Yeonggwang(left) and Changwon(right)

Figure 7. Imaged Siemens star with three          
different cameras 

3.3 카메라별 촬영 영상

3.3.1 DMC 영상

DMC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총 6장이며, Fig. 8은 

Siemens star가 촬영된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Table 2에는 영상의 중심을 기준으로 Siemens star가 

촬영된 영상의 좌표와 중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계산한 

값들을 수록하였다. 영상좌표는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상의 중심을 원점(X=0, Y=0)으로 하는 사진좌

표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영상좌표의 계산 목적은 

Siemens star 타겟이 촬영된 영상의 위치 변화와 비행

방향 또는 비행직각 방향에 따라 공간해상도의 변화 정

Figure 8. Location of Siemens star(in a white 
circle) on the DMC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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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No.

Image 
coordinates

Distance from image 
center

X Y X Y XY
A-1 -1860 2632 1860 2632 3223 
A-2 140 2657 140 2657 2661 
A-3 2140 2692 2140 2692 3439 
B-1 -1880 -2988 1880 2988 3530 
B-2 155 -3108 155 3108 3112 
B-3 2160 -3013 2160 3013 3707 

Table 2. Image coordinates of Siemens star 
(DMC, Unit : Pixel)

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DMC의 경우 영상의 

중심부에 가장 가까운 영상은 A-2이고, 가장 먼 영상은 

B-3이다.

3.3.2 UltraCamXp 영상

UltraCamXp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총 15장으로 

Figure 9. Location of Siemens star(in a white circle)
on the UltraCamXp image

Image
No.

Image 
coordinates

Distance from image 
center

X Y X Y XY
A-1 -4075 7245 4075 7245 8312 
A-2 -1645 7255 1645 7255 7439 
A-3 615 7325 615 7325 7351 
A-4 2945 7355 2945 7355 7923 
A-5 5275 7340 5275 7340 9039 
B-1 -3985 310 3985 310 3997 
B-2 -1655 315 1655 315 1685 
B-3 725 315 725 315 790 
B-4 3060 315 3060 315 3076 
B-5 5385 365 5385 365 5397 
C-1 -3815 -6895 3815 6895 7880 
C-2 -1490 -6820 1490 6820 6981 
C-3 835 -6815 835 6815 6866 
C-4 3145 -6735 3145 6735 7433 
C-5 5475 -6670 5475 6670 8629 

Table 3. Image coordinates of Siemens star       
(UltraCamXp, Unit : Pixel)

Siemens star의 촬영 위치는 Fig. 9와 같고, 영상좌표는 

Table 3과 같다.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영상은 B-3이
고, 가장 먼 영상은 A-5이다.

3.3.3 ADS80 영상

ADS80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Fig. 10과 같이 총 

4 스트립이며, 전방(F: Forward)과 직하방(N: Nadir)에 

대하여 각각 2장씩 총 8장의 영상을 취득하였다. Table 
4에 영상의 중심을 기준으로 촬영된 Siemens star의 영

상 좌표를 나타내고 있다. ADS80의 경우에는 면형 카

메라와 달리 선형센서로 스트립별로 하나의 영상이 촬

영되어, 직하방의 경우 비행방향인 X-좌표는 모두 0이 

되고 Y-좌표만 변한다. 그리고 전방 영상은 순간 시야

각(FOV: Field of View)에 따라 영상의 X, Y-좌표가 

Figure 10. Location of Siemens star (in a white circle) 
on the ADS80 image

Image
No.

Image 
coordinates

Distance from image 
center

X Y X Y XY
A-N 0 5184 0 5184 5184
B-N 0 1657 0 1657 1657
C-N 0 -1879 0 1879 1879
D-N 0 -5300 0 5300 5300
A-F 3050 5165 3050 5165 5998 
B-F 3050 1636 3050 1636 3461 
C-F 3050 -1879 3050 1879 3582 
D-F 3050 -5333 3050 5333 6144 

Table 4. Image coordinates of Siemens star       
(ASD80, Unit : 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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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다. 즉, 스트립별 영상좌표의 확인 결과 직하방 영

상과 전방영상의 X-좌표에서 약 3,050pixel 만큼의 차

이가 발생하여 이를 영상좌표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중

심부에 가장 가까운 영상은 B-N 이고, 가장 먼 영상은 

D-F이다.

4. 결과 분석

4.1 분석 방법

먼저, Eq. (2)로부터 각 카메라별로 촬영된 영상의 

비행고도, 초점거리 및 픽셀크기를 적용하여 이론적인 

GSD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Siemens star 타겟이 촬영

된 영상을 이용하여 시각적인 방법으로 공간해상도를 

측정하여 두 가지의 수치를 상호 비교하였다.

4.2 시각적 해상도

4.2.1 DMC 영상

Fig. 11은 B-2 영상에 촬영된 Siemens star와 각 픽

셀에 대한 DN(Digital Number) 수치를 추출하여 등고

선으로 표현한 그래프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5
는 B-2 영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총 8장 영상 모두에 대

한 시각적 해상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Siemens star image Contour graph

Figure 11. Image and contour graph of Siemens star 
(DMC)  

  

Image
No.

Visual 
resolution(A) Theoretical 

GSD(B)



f cf f cf
A-1 8.70 9.13 7.99 1.09 1.14
A-2 9.13 9.13 7.99 1.14 1.14
A-3 10.43 10.00 8.00 1.30 1.25
B-1 10.43 10.22 7.96 1.31 1.28
B-2 9.57 8.70 7.96 1.20 1.09
B-3 10.00 10.43 7.97 1.25 1.31
Avg. 9.71 9.60 7.98 1.22 1.20
Max 10.43 10.43 8.00 1.31 1.31

Table 5. Visual resolution of DMC images (cm)

※ f : flight direction, cf : cross flight direction

우선, 이론적인 해상도에 비하여 시각적 해상도의 평

균은 1.2배 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A 스트립

과 B 스트립을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A 스트립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A 스트립의 영상이 B 스트립보다 중심에 더 가

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향별에서는 비행 방향(f: 
flight)과 비행 직각방향(cf: cross flight)이 거의 동일한 

시각적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다. 

4.2.2 UltraCamXp 영상

Fig. 12는 DMC카메라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A-3 영상에 촬영된 Siemens star와 각 픽셀에 대한 등

고선으로 표현한 그래프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6은 총 15장 영상 모두에 대한 시각적 해상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Siemens star image Contour graph

Figure 12. Image and contour graph of Siemens star 
(UltraCamXp)  

Image
No.

Visual 
resolution(A)

Theoretical 
GSD(B)




f cf f cf
A-1 6.11 6.67 5.89 1.04 1.13
A-2 6.67 7.22 5.88 1.13 1.23
A-3 8.33 8.33 5.87 1.42 1.42
A-4 7.78 8.33 5.87 1.33 1.42
A-5 6.67 6.11 5.86 1.14 1.04
B-1 7.22 6.11 5.82 1.24 1.05
B-2 5.56 6.67 5.82 0.96 1.15
B-3 6.11 7.22 5.82 1.05 1.24
B-4 7.78 7.78 5.83 1.33 1.33
B-5 7.22 7.22 5.84 1.24 1.24
C-1 6.11 6.67 5.82 1.05 1.15
C-2 7.22 7.22 5.83 1.24 1.24
C-3 6.11 8.33 5.84 1.05 1.43
C-4 6.11 8.33 5.85 1.04 1.42
C-5 6.67 8.33 5.84 1.14 1.43
Avg. 6.78 7.37 5.85 1.16 1.26
Max 8.33 8.33 5.82 0.96 1.04

Table 6. Visual resolution of UltraCamXp images (cm)

※ f : flight direction, cf : cross fligh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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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B 스트립에서 가장 

우수한 해상도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B 스트립이 A, C
스트립 보다 중심과 가장 근접하여 있기 때문이다. 
UltraCamXp의 경우에는 DMC와 달리 이론적인 해상

도에 비해 비행방향은 1.16배, 비행 직각방향은 1.26배
로 방향에 따라서 시각적 해상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

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C-3, C-4 영상에서는 비행 

방향에 비해 비행 직각방향의 해상도가 2cm이상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는 점이다. 

4.2.3 ADS80 영상

Fig. 13은 상기의 두 카메라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

하여 B-N 영상에 촬영된 Siemens star와 각 픽셀에 대

한 등고선으로 표현한 그래프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7은 총 8장 영상 모두에 대한 시각적 해상도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ADS80의 경우 직하방과 전방 

영상간의 시각적 해상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또한, 비행 방향과 비행 직각방향의 해상

Siemens star image Contour graph

Figure 13. Image and contour graph of Siemens star 
(ADS80)  

Image
No.

Visual 
resolution(A) Theoretical 

GSD(B)



f cf f cf
A-N 10.00 10.23 8.07 1.24 1.27
B-N 8.89 9.36 8.07 1.10 1.16
C-N 8.57 8.64 8.07 1.06 1.07
D-N 8.98 9.78 8.07 1.11 1.21
A-F 9.58 9.30 8.07 1.19 1.15
B-F 8.70 8.10 8.07 1.08 1.00
C-F 8.89 8.24 8.07 1.10 1.02
D-F 10.33 9.81 8.07 1.28 1.22
Avg. 9.24 9.18 8.07 1.15 1.14
Max 10.33 10.23 8.07 1.28 1.00

Table 7. Visual resolution of ADS80 images(cm)

※ f : flight direction, cf : cross flight direction

도 역시 거의 같다. 다만, D-F, A-F 및 A-N 영상의 시

각적 해상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시

각적 해상도 확연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고 찰

디지털 카메라는 기종별로 그 특성이 매우 상이하여 

동일 고도에서 촬영하더라도 영상의 GSD에는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항공영상은 서로 다른 촬

영고도에서 상이한 GSD로 취득하고 있다. 따라서 카

메라별 해상도의 수치만을 직접 비교하기 보다는 이론

적인 GSD를 기준으로 측정된 GSD의 비율, 즉 시각적 

해상도/이론적 GSD의 비율을 비교하는 방법이 보다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비율의 수치가 작을수록 

해상도가 우수한 영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 DMC, UltraCamXp 

및 ADS80 영상의 시각적 해상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의 평균을 정리하여 Table 8에 수록하였다.   
이론적인 GSD를 기준으로 상이한 디지털 카메라 기

종으로 취득된 영상의 위치와 비행방향 등 다양한 변수

를 적용하여 시각적 해상도의 분석결과 수학적으로 일

정한 규칙을 도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가장 큰 특징

은 모든 영상에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시각적 해상도

가 낮아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또한, 카메라 기종별 시각적 해상도는 ADS80 영상이 

다른 영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하였으며, 
DMC와 UltraCamXp 영상의 수치는 유사하게 나타나

고 있다. 

Camera Direction Visual 
resolution(A)

Theoretical 
GSD(B) 



DMC
f 9.71

7.98
1.22

cf 9.93 1.20
Ultra-

CamXp
f 6.78

5.85
1.16

cf 7.37 1.26

ADS80
f 9.24

8.07
1.15

cf 9.18 1.14

Table 8. Comparison of visual resolution in average 
from three cameras (cm)  

※ f : flight direction, cf : cross fligh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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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디지털항공카

메라 DMC, UltraCamXp 및 ADS80으로 촬영된 영상

의 시각적 해상도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모든 항공 디지털카메라의 시각적 해상도는 이

론적 GSD의 약 1.1∼1.3배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약 1.2배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카메라 기종별로는 ADS80이 이론적 GSD 대
비 시각적 해상도 비율의 수치가 약 1.15배로 가장 우

수하게 나타났으며, DMC와 UltraCamX은 1.21로 동

일하였다. 
셋째, ADS80과 DMC의 경우에는 비행방향과 비행 

직각방향에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UltraCamXp의 경

우에는 비행 방향은 1.16배, 비행 직각방향은 1.26배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중심에서 가장 

먼 C-3, C-4 영상에서 비행방향에 비해 비행 직각방향

의 해상도가 2cm이상으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로 다른 촬영 지역과 조건하에서 

취득된 영상을 분석하여 높은 신뢰도를 보장할 수는 없

지만, 향후 동일 조건에서 촬영된 더 많은 데이터가 축

적된다면 높은 신뢰도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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