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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accessing precision and accuracy of UAV (Unmanned Aerial Vehicle)-

derived 3-D surveying coordinates. To this end, a highly precise and accurate testing control network had 
been established by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campaign and its network adjustment. The 
coordinates of the ground control points and the check points were estimated within 1cm accuracy for 95% of 
the confidence level. FC330 camera mounted on DJI Phantom 4 repeatedly took aerial photos of an experimental 
area seven times, and then processed them by two widely used software packages. To evaluate the precision 
and accuracy of the aerial surveys, 3-D coordinates of the ten check points which automatically extracted by 
software were compared with GNSS solutions. For the 95% confidence level, the standard deviation of two 
software’s result is within 1cm, 2cm, and 4cm for the north-south, east-west, and height direction, and RMSE 
(Root Mean Square Error) is within 9cm and 8cm for the horizontal, vertical component, respectively. The 
interest is that the standard deviation is much smaller than RMSE. The F-ratio test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software processing results. For the standard deviation and RMSE of 
most positional components, exception of RMSE of the height, the null hypothesis of the one-tailed tests was 
rejected. It indicates that the result of UAV photogrammetry can be different statistically based on the processing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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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저가형 UAV기반 사진측량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높은 정확도의 지상기준점과 
검사점의 3차원 좌표를 추정하고자 GNSS정지관측과 기선해석, 망조정을 수행하였고, 신뢰수준 95%에 대하여 정
확도가 1cm 이내인 좌표를 확보하였다. 실험 대상지에 대한 항공 사진은 DJI Phantom 4와 이에 탑재된 FC330 카
메라로 7회 반복 촬영하였고, 이를 두 가지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였다. 10개 검사점에 대한 소프트웨어 자동 추출 
좌표와 GNSS 추정해를 비교하여 표준편차 및 RMSE를 분석하였다. 두 소프트웨어 처리 결과, 95% 신뢰수준에 대
해 표준편차는 남북, 동서, 높이 방향 각각 약 1cm, 2cm, 4cm 이내, RMSE는 수평과 높이 각각 9cm, 8cm 이내였으
며, 표준편차가 RMSE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두 소프트웨어 처리 결과의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고자 F-ratio 검정을 
수행하였다. 정밀도에 대해서는 모든 좌표 성분에 대해 한쪽꼬리 검정의 귀무가설이 기각되었고, RMSE에 대해서
는 수평에 대한 것만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진 자료를 처리하더라도 소프트웨어에 따라 그 결과에 통계
적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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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저가형 UAV는 비용적 부담이 적고 여러 종류의 센서로 넓
은 지역에 대한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사람
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데이터 취득이 용이하기 때문
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및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KARI, 2018; MOLIT, 2021). UAV 활용 예로는 홍수, 
폭우 등에 의한 풍수해와 산불과 같은 재난 모니터링 및 실태
조사(Kim et al., 2010; Park and Park, 2015; Shin et al., 2017), 
환경오염 감시(Park et al., 2019),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토지 
피복 분류 및 각종 주제도 제작, 열환경 특징 분석(Yang and 
Lee, 2018; Choi, 2015; Kim et al., 2022), 군사 작전에서 활용
(Kim, 2010; Kim et al., 2015), 지적 분야에서 필지 경계 구분
(Park et al., 2016; Park et al., 2018), 배달 서비스(Thwa et al., 
2020) 등이 있다. 앞서 언급한 UAV 특징을 고려할 때, UAV 기
반 항공사진측량은 댐, 토사 사면, 제방 등 토목 구조물 모니터
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
술에 의한 결과의 정밀도, 정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
와 관련하여 국내·외 다수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Park et al. (2016)은 저가형 UAV 항공사진측량 결과로부터 
차선을 포함한 도로의 위치정보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정확도
를 분석하여, 도로 영역에 대한 정밀 지도 제작과 갱신에 UAV 
사진측량이 효과적이라 하였다. Kim et al. (2021)도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여 공원 부지에 대한 지형 현황도를 제작하고, 
그 정확도를 평가하여 공원 조성 계획에 해당 기술의 활용 가
능함을 주장하였다. Choi and Lee (2016), Udin and Ahmad 
(2014), Stocker et al. (2019), Przbilla et al. (2019)는 UAV 기
체와 카메라 센서 종류, 비행고도, 지상기준점(GCP: Ground 
Control Point) 수, 중복도, 단순 촬영과 2회 교차 촬영, 내부
표정 입력 여부, 처리 소프트웨어 등 조건에 따른 UAV 사진
측량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비행고도가 낮을수록, 중
복도는 높을수록, GCP의 수는 많을수록 RMSE가 작으며, 특
히, GCP가 적을수록 중복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을 보였다. 
또한, 카메라의 기계적 안정성(mechanical stability)이 우수하
고 2회 교차 비행을 수행했을 때 정확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내부표정요소 입력은 비교적 불안정한 카메라로 취득
한 사진 처리 결과의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나, 안정적
인 카메라 활용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소프트웨어에 따라 사진측량 정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Martinez-Carricondo et al. (2018)은 UAV 사
진측량에 활용하는 GCP 배치와 개수에 대하여 각각 5가지, 
12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실험을 수행하고, 서로 다른 조건

에 대한 점군(point clouds) 자료의 점간 거리와 RMSE를 비
교하였다. 각 점군 자료의 점간 거리는 GCP가 위치한 지점에
서 가장 작고, 이로부터 멀어질수록 커졌다. GCP를 가장자리
에 배치했을 때 수평 정확도가 가장 높으며, 높이 정확도를 
고려해 실험 대상지 중앙에 GCP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
고, GCP 개수는 1ha 당 0.5 ~ 1개를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였
다. Ferrer-Gonzalez et al. (2020)은 폭에 비해 길이 방향이 긴 
도로를 실험 대상지로 선정하여 Martinez-Carricondo et al. 
(2018)과 유사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GCP 배치 4가지, GCP 
개수는 배치에 따라 3 ~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각 조건에 
대한 사진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RMSE에 대하여 비교
하였다. GCP 개수는 많을수록 정확도 증가에 도움이 되며, 
도로 양쪽 끝에 GCP를 배치하고 내부에는 지그재그 혹은 도
로 양옆에 쌍을 이루도록 배치할 때 가장 높은 정확도로 공간
정보 구축이 가능함을 보였다.
구조물 모니터링에 UAV 기반 사진측량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하기 위해서는 정확도뿐만 아니라 정밀도를 살펴볼 필요
가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은 사진측량 결과를 RMSE 측면
에서만 분석하였고, 각기 다른 조건에 대한 RMSE를 수치
의 대소만으로 비교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 연구 대부분은 
RTK (Real-Time Kinematic) 측량으로 지상기준점과 검사점
(check point)의 3차원 좌표를 결정해 측점 사이 상대 정확도
가 균질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 모니터링에 
UAV 사진측량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사진측량
의 외부표정과 결과 분석에 활용하는 측점의 신뢰적인 3차
원 좌표를 추정하고, 이들 사이 상대정확도를 균질하게 하기 
위해 GNSS 정지측량과 기선해석, 망조정을 수행하였다. 이
후 DJI Phantom 4로 동일한 조건에 대한 7회 반복 촬영을 수
행하였고, 이미지 저리 결과를 RMSE뿐만 아니라 표준편차
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또한, 각기 다른 소프트웨어 처리 결
과에 대한 통계적 차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설검정을 적
용하였다.
본 논문은 총 4개 장으로 구성되며, 2장에서는 연구 대상지
와 그 선정 이유,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성과 산정, UAV 사진
측량 및 결과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GNSS 측량
에 의한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성과, UAV 사진측량의 표준편
차와 RMSE 비교 및 분석 결과를 언급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본 실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결론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저가형 UAV 사진측량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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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험 대상지로 경상남도 ○○시의 공원을 선정하였
고, 이에 대한 전경을 지상기준점과 검사점의 개략적인 배치
와 함께 Fig. 1에 나타내었다. 해당 지역 선정 이유는 대상지 
중심부가 대부분 잔디로 피복되어 있고, 외곽은 수목이 자리
하고 있어 태양 고도에 따른 빛 반사가 촬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 대상지 면적이 약 38,000m2

이고 수목과 인공구조물이 실험 대상지 가장자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UAV 운용과 GNSS 관측,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의 균
질한 배치가 용이한 지역이라 판단하였다.

Fig. 1. Experimental area and layout of GCPs and check 
points

본 연구는 데이터 취득과 처리, 그리고 결과 분석의 세 단계
로 수행되었으며, 이 절차 Fig. 2에 나타내었다. 많은 UAV 사
진측량 관련 연구에서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의 3차원 좌표를 
GNSS-RTK 방식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측점 사이 오차 분
배를 수행하지 않아 상대정확도가 불균질하며, 미지정수 결
정을 위한 통계검정의 불완전성에 의해 추정 좌표의 정확도
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상기준점과 검사점 각 10점의 3차원 좌표는 
GNSS 정지 관측방식 측량한 후 기선해석과 3차원 벡터 망 조
정 절차에 의해 상대정확도가 1cm 이내의 균질한 20개 측점
의 좌표를 추정하였다. 

실험 대상지의 항공사진은 저가형 UAV인 DJI Phantom 4
로 취득하였으며 사진측량의 정밀도를 분석하기 위해 동일
한 비행 조건으로 7회 반복 촬영하였다. 이들 사진 자료를 
두 가지 소프트웨어로 처리하고 3차원 공간정보, 정사사진
(orthophoto), DSM (Digital Surface Model)을 생성하였다. 실
험에 활용한 두 사진측량 소프트웨어는 사진 자료를 처리하
여 3차원 모델, 정사사진, DSM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검사
점에 대해 입력 좌표(GNSS 추정해)와 사진측량을 통해 결
정한 좌표의 차이를 계산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이용
하여 사진측량의 정밀도, 정확도를 나타낼 수 있는 표준편차
와 RMSE를 계산하였다. 이들 통계값 계산에는 검사점 10개
의 7개 세션에 대한 좌표 차이 모두를 활용하였으며, RMSE
는 GNSS 성과를 참값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Federal 
Geographic Data Committee, 1998; Martinez-Carricondo et 
al., 2018). 본문에서 이들 계산 결과는 신뢰수준 95%로 표
현하였고, 이를 위해 1차원 좌표 성분에 대해서는 1.96, 2차
원(수평)에 대한 것은 2.45를 곱하여 나타냈다(Ghilani and 
Wolf, 2006).
두 소프트웨어 처리 결과에 대한 표준편차와 RMSE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고자 가설검정을 수행하
였으며, 두 표본에 대한 비교를 위해 F-ratio 검정을 적용하였
다(ISO, 2015; Ghilani and Wolf, 2006). 먼저 Eq. (1)에 의해 
유의수준 5%에 대한 양쪽꼬리 검정을 수행하여 두 소프트웨
어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였고, 양쪽꼬리 검정
의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Eq. (2)를 적용해 동일한 유
의수준으로 한쪽꼬리 검정을 수행하였다. Eqs. (1) and (2)는 
표준편차에 대해 표현한 것으로, 두 표본의 정확도에 대한 가
설검정에는 표준편차 대신 RMSE를 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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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ation for the results of SW-1 and SW-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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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al procedure

3. 항공 촬영 실험 및 분석

3.1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설치

외부표정과 사진측량 정밀도 및 정확도 계산을 위해 실험 
대상지에 고루 배치한 20개 측점에서의 GNSS 관측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행하였다. 측지등급 수신기와 안테나 
5대를 사용하였고, 절사각을 5˚로 설정하여 세션별 5초 간격
으로 30분 동안 위성 신호를 저장하였다. Fig. 3은 GCP 06에
서 Alpha 수신기로 정지측량을 수행하고 있는 장면을 예시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1. GNSS surveying equipments and settings

Equipment 
& settings Details

Receiver 
(Antenna)

Sokkia GSR2600 (SOK702), GSR2700 
(SOK_GR2700IS), GRX1 (SOKGRX1)
Javad Alpha 1 & 2 (JAV_GRANT-G3T)

Constellation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Sampling 
interval 5 seconds

Observation 
period 30 minute per session
Mask 

elevation 5 degrees

Dynamics Static

Fig. 3. Example of GNSS surveying with the Alpha 
receiver

GNSS 관측데이터는 Leica의 기선해석 및 망조정 소프트
웨어 LGO (Leica Geo Office) 버전 8.4로 처리하였다. 기선
해석을 수행하고 폐합차를 점검해 과대오차를 우선 제거하
였고, 1개 측점을 고정한 최소제약조정을 통해 폐합차 점검
에서 발견하지 못한 과대오차를 추가로 규명 및 소거하였다. 
이후 3점을 고정한 다점제약조정을 수행해 실험 대상지에 설
치한 측점들의 3차원 좌표를 최종 결정하였다(Ghilani and 
Wolf, 2006). 이때, Table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실험에 활용
한 GNSS 안테나 종류가 각기 달라 기선해석 수행 전, 각 안테
나에 대한 PCV (Phase Center Variation) 모델을 정확히 입력
하여, 균질한 정확도의 높이 성과를 산출하고자 하였다(Yun 
and Lee, 2020).

Fig. 4. Error ellipse and bar of GCPs, check points

망 조정에 포함한 기선의 수는 40개이며, 20개 미지점 중 3
점을 고정하여, 최종 자유도는 69이다. 사후분산인자는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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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전분산인자와 사후분산인자에 대한 F비 검정을 통과
하였다. 이를 통해 과대오차 규명과 소거, 오차의 분배가 적
절히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Fig. 4는 망조정 과정에
서 계산하는 각 측점의 절대 오차타원과 막대를 망도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절대 오차타원과 막대는 각각 수평과 높이 
좌표의 추정 정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Ghilani and Wolf, 
2006), 이에 대한 평균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신뢰수준 
95%에 대해 오차타원 장축과 단축의 길이는 각각 0.419cm, 
0.328cm, 오차 막대 크기는 0.796cm로, 이는 망조정을 통해 
추정한 측점의 3차원 좌표가 1cm 이내의 정확도로 결정되었
음을 보여준다.

Table 2. Average of magnitude of error ellipse and bar (σ95)

Error ellipse
Error 

bar (cm)Major-axis 
(cm)

Minor-
axis (cm)

Rotation 
angle (°)

0.419 0.328 5.76 0.796

3.2 항공사진 촬영 및 처리

실험 대상지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은 저가형 회전익 UAV
인 DJI Phantom 4와 이에 부착된 카메라 FC330 모델로 수
행하였으며, 카메라 초점거리는 3.61mm, 이미지 해상도는 
12MP (4,000 X 3,000)이다. UAV 비행 계획 및 사진 촬영에
는 모바일폰 애플리케이션 Pix4Dcapture를 활용하였다. 애
플리케이션 상에서 비행 속도는 최대, 중복도는 종·횡방향 모
두 80%, 비행고도는 50m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론적인 
GSD는 2.16cm/px이다(Peng et al., 2019). 7회 반복 비행 및 
촬영으로 취득한 사진 매수는 평균 131장이었다.
취득한 항공사진은 2가지 상용 소프트웨어(즉, SW-1 & 

SW-2)로 처리하였으며, 이때, 처리 설정값은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으로 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영상정합, 항
공삼각측량에 의한 외부표정요소 결정과 점군 자료 생성, 정
사사진과 DSM 등과 같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공간자료를 생
성한다(Lee et al., 2018). Fig. 5는 본 연구에서 SW-1으로 제
작한 3차원 공간객체 모델, 정사사진, DSM의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7회 반복 촬영을 통해 취득한 영상을 각 소프트웨어로 처리
한 후 출력한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GSD를 평균한 결과 SW-1
과 SW-2 각각 1.93cm/px, 2.17mm/px이다. 동일한 사진 자료
를 처리하였으나, 이처럼 소프트웨어에 따라 GSD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각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등이 다
르기 때문으로 보인다(Stocker et al., 2019).

(a) 3 dimensional model

                    (b) DSM                              (c) Orthophoto

Fig. 5. Some results of the UAV image processing in this 
study 

Fig. 6은 7회 촬영 사진을 SW-1과 SW-2로 각각 처리한 후 
소프트웨어가 자동 추출한 10개 검사점 좌표와 GNSS 추정
해의 차이를 추출해 도시한 것이다. 각 소프트웨어의 결과에
서 동일 측점에 대한 7개 세션 좌표 차이가 유사한 크기와 부
호를 갖는 반면, 동일한 측점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에 따
라 좌표 차이의 크기와 부호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처럼 동일한 사진 자료를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
리 소프트웨어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연구 결
과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Przbilla et al., 2019; Stocker et 
al., 2019), 그 원인은 앞서 살펴본 평균 GSD 차이의 영향으
로 보인다.

Fig. 6. Differences of UAV phtogrammety and GNSS 
solutions from each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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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은 두 소프트웨어 처리 결과의 표준편차를 각 좌표성
분에 대해 신뢰수준 95%로 나타낸 것으로, 남북(northing), 
동서(easting), 높이(height) 방향에 대해 각각 약 0.67cm ~ 
0.93cm, 0.88cm ~ 1.54cm, 2.22 ~ 3.62cm 이다. SW-1 결과가 
SW-2의 그것에 비해 높은 정밀도를 보이며, 특히, 높이 방향
에서의 차이가 다른 좌표 성분에 비해 크다. 이들 표준편차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하고자 F-ratio 검정하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이때, 두 표본의 자유도는 각 좌
표 성분 모두 69이다. 각 좌표 성분에 대한 F비값과 양쪽꼬리 
검정의 임계값을 비교한 결과 세 좌표 성분 모두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두 소프트웨어 처리 결과의 정밀도가 통계적으로 
같지 않음을 보인다. 이에 따라 한쪽꼬리 검정을 추가로 수행
하였으며, F비값과 임계값을 비교했을 때, 한쪽꼬리 검정의 귀
무가설도 세 좌표 성분 모두에서 기각된다. Eq. (2)에서 설정
한 바에 따라 SW-2 처리 결과의 정밀도가 SW-1의 그것에 비
해 통계적으로 같거나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SW-1
으로 처리한 결과가 SW-2에 의한 것보다 통계적으로 더 정밀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UAV 사진측량 표준편차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평 방향 각 좌표 성분에 대해서는 1 ~ 1.5cm, 높이 
방향은 약 4cm 이하의 정밀도를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으나, 처리 소프트웨어에 따라 결과의 정밀도 다를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하다.

Fig. 8은 두 소프트웨어로 처리한 결과의 RMSE를 신뢰수
준 95%에 대해 나타낸 것으로 수평과 높이성분 각각 7 ~ 9cm, 
약 6 ~ 8cm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유

사한 수준이다(Deliry and Avdan, 2021). 절대적인 수치만 고
려했을 때, RMSE는 SW-1에 대한 것이 SW-2의 그것보다 작
다. 이러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가설검정을 수
행하고 그 결과를 Table 4에 요약하였다. 이때, 두 표본의 자유
도를 수평 성분은 140, 높이에 대해서는 70으로 설정하여 임
계값을 결정하였다. 우선 양쪽꼬리 검정을 수행하였을 때, 수
평 방향 검정값은 임계값을 초과하여 귀무가설이 기각되었으
나, 높이 방향의 결과에서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았다. 이
에 따라 수평 방향에 대해서만 한쪽꼬리 검정을 다시 수행하
였고,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RMSE에 대한 가설검정 결과
에 따르면, 높이 방향에 대해서는 두 소프트웨어 처리 결과
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으나, 수평 방향에서는 SW-2의 결

Direction
Standard Deviation (cm)

Test 
statistics

Two-tailed One-tailed

SW-1 SW-2
Criteria Test 

Results Criteria Test 
ResultsLower Upper

N 0.666 0.932 1.956
0.621 1.609

Reject
1.490

Reject
E 0.876 1.536 3.071 Reject Reject
h 2.216 3.621 2.670 Reject Reject

Table 3. Standard deviations(σ95) and results of hypothesis test

Direction
RMSE (cm)

Test 
statistics

Two-tailed One-tailed

SW-1 SW-2
Criteria Test 

Results Criteria Test 
ResultsLower Upper

Horizontal 6.987 9.051 1.678 0.717 1.395 Reject 1.322 Reject
Vertical 6.374 7.631 1.433 0.624 1.604 Pass - -

Table 4. Results of accuracy accessment with hypothesis tests

Fig. 7. Standard deviations of two SWs (σ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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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SW-1의 그것보다 정확도가 불량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RMSE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프트웨어에 의한 통계적 차이
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UAV 사진측량 시 소프트웨어 선정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Fig. 8. RMSEs of two SWs (σ95)

4. 요약 및 결론

토목 구조물 모니터링에 저가형 UAV 기반 사진측량 적
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DJI Phantom 4와 이에 탑재된 
FC330 카메라를 활용해 항공사진을 동일한 조건으로 7회 반
복 촬영하였고, 이를 두 가지 소프트웨어로 처리하였다. 그 결
과를 표준편차와 RMSE에 대해 분석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
출하였다.
첫째, 저가형 UAV 기반 사진측량 정밀도와 정확도를 기존
의 연구 사례들 보다 엄격히 평가하고자 GNSS 정지측량으로 
위성 신호를 수신하고 이에 대한 기선해석과 망조정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20개 측점의 수평과 높이 좌표에 대한 평균 정
확도가 1cm 이내인 신뢰적인 성과를 추정하였고, 이를 영상
처리와 그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둘째, 두 가지 상용 소프트웨어로 드론 항공 촬영 사진을 
각각 처리한 결과, 정밀도는 95% 신뢰수준에 대해 남북, 동
서, 높이 방향 각각 약 1cm, 2cm, 4cm 이내, 정확도는 수평
과 높이 성분 각각 신뢰수준 95%에 대해 약 7 ~ 9cm, 약 6 ~ 
8cm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표준편차
가 RMSE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댐의 제체, 식생이 자라지 않은 연약지반, 토사 사면, 제방 등 
변위가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토목 구조물의 모니터링에 저가
형 UAV 사진측량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두 소프트웨어 처리 결과에 대한 표준편차와 

RMSE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검토하기 위해 
F-ratio 가설검정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표준편차는 세 좌표 
성분 모두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RMSE는 수평 방향
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따른 통계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
었으나 높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가설검
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에 따라 사진측량의 표준편차와 RMSE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
므로, 영상처리 결과 분석 및 활용 시 이러한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특정 조건 및 설정 아래서 도출된 것으로 

UAV 기체와 카메라 센서, 비행고도, 중복도, 처리 소프트웨
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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