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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성 상을 이용한 지도제작 분야는 입체 상 획득이 가능한 SPOT 성이 발사되면서 이에 

한 정량 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특히, 고해상도 성 상은 항공사진촬 이 불가능하여 축척 지

도제작이 곤란한 지역 는 지상기  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 수치지도 제작 분야에 있어

서 효율 인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국가지형공간정보국(NGA;The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에서 제공하는 정사 상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형정보를 추출하고 이에 한 평면 치 정확도를 분석하 다. 이를 해 일정한 크기로 

타일링된 정사 상에 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축척 1:5000 수치지도를 기 으로 지역  

특성에 따른 정확도를 평가하 고 이를 바탕으로 비 근 지역의 지형정보 획득을 한 기 구축 정

사 상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 으며 비 근  난 근 지역에서의 지상기  획득에 

한 제한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 다.

주요어 : 정사영상, 지역적 특성, 정확도 분석, 지상기준점, 비접근 지역

ABSTRACT

Mapping applications using satellite imagery have been possible to quantitative analysis since 

SPOT satellite with stereo image was launched. Especially,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ry was 

efficiently used in the field of digital mapping for the areas which are difficult to produce 

large-scale maps by aerial photogrammetry or carry out ground control point surveying due to 

unaccessibility. This study extracted the geospatial information out of consideration for topographic 

characteristic from ortho imagery of the 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NGA)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analyzed the accuracy of plane coordinate for ortho imagery. For this 

purpose, the accuracy according to topographic character by comparison between both extraction 

data from ortho imagery and the digital topographic maps of 1:5000 scale which were produc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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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 명 SPOT-5 KOMSAT1 KOMSAT2 IKONOS QuickBird2

(RMSE)*

(No GCP)
약 50m 이내 수 100m 약 80m 이내 약 23m 이내 약 14m 이내

* 성운용국(제조사) 발표자료 기

TABLE 1. 위성영상의 절대정확도

Korea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NGI) was evaluat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fully used as basic information for ground control point acquisition or digital 

mapping in unaccessible area.

KEYWORDS : Ortho Imagery, Topographic Character, Accuracy Analysis, Ground Control 

Point, Unaccessible Area

서  론

자 학카메라(EOC：Electro Optical Camera) 

상의 경우 수 100m 이내의 정확도를 제

공하며(엄 용, 2006), 최근에 운용 인 아리랑 

2호는 80m 이내의 정확도를 제공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확도로는 

․ 축척 지도제작시 요구되는 정확한 지형

정보를 얻기가 곤란하므로 GPS 측량, 수치지도 

등으로부터 취득된 지상기 을 이용하여 

기 기하학  모델에 존재하는 오차를 제거하고 

정  기하학  모델을 수립해야한다. 이후, 정

 기하학  모델을 이용하여 상을 이용한 지

도제작이나 상으로부터 정확한 치정보를 

추출하게 된다.(권 우 등, 2002; 사공호상 등, 

2005)

정  기하학  모델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상기 을 사용하는 방식은 몇 가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구 측 성을 발사하는 

주된 이유 에 하나는 지표면의 정보를 우주공

간에서 측함으로써 근성의 제약이 없이  

지구 인 지표면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다. 그

러나 재의 모델링 기술은 정 한 치정보 취

득을 해서 해당지 에 근하여 지상기

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박 규, 2003) 둘째, 비 근 지

역과 같이 근 측을 통한 지상기  획득이 

원천 으로 불가능한 특수상황에서 아리랑 2호

기와 같은 고해상도 성들로부터 1m 해상도의 

정  측 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나, 재의 

기술로는 이러한 상으로부터 상 해상도에 

부합하는 정 한 지형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범

는 실측이 가능한 근가능 지역으로 제한되게 

된다.(방기인 등, 2001; 유환희 등, 2002)

이런 이유로 인하여 성 상으로부터 신속

하고 정확한 지상 치를 결정하기 해서는 정

확한 기 을 충분히 보유하고 리해야 하며, 

특히 비 근  난 근 지역에 한 지상기  

확보 방안에 한 보다 많은 연구가 실히 필

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도의 정사 상이 

주어질 경우, 이를 활용하여 비 근 지역에 

한 유사  신규 상의 치결정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상기  획득 방안

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일정한 

크기로 타일링된 CIB 상의 특이 을 고려하여 

도, 경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상의 정확도

를 평가하기 하여 연구 상지별 축척 1:5,000 

수치지도와 비교·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바탕

으로 비 근 지역의 지형정보 획득을 한 정사

상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며 비 근 

 난 근 지역에서의 지상기  획득에 한 

제한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활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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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영상

정사 상은 해당 공간해상도에 한 각각의 

지상기 에 하여 해당 치의 수직상공에

서 촬 한 형태로 기하학 으로 보정된, 즉 

심투 으로 촬 됨에 따른 지형의 기복과 촬

경사에 의한 편 가 수정된 상이다. 따라서 

정사 상에 포함된 모든 지형·지물의 상호 치

계는 지형도와 동일하게 정사투  되었으므

로 정사 상을 이용하면 지형·지물의 치, 거

리, 각도, 면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징

을 갖는다.(Wolf와 Dewitt, 2000; Tech, 1996)

특히, 수치정사 상을 지형공간정보체계에 

상지도(image map)로 활용할 경우, 각종 시

뮬 이션이나 계획수립 등을 수행하는데 필수

인 지형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형도의 갱

신과정에도 효율 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수치정사 상을 미국 국가지형공간정보국

(NGA ; The National Geospatial - Intelligence 

Agency)에서는 항공사진이나 성 상을 정사

투  상으로 보정하여 정사 상을 제작한 후 

일정한 크기(frame)로 타일링(tiling)한 흑백 

상자료로 CIB(Controlled Image Base : 치조

정 상자료)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CIB

는 상의 화소값을 조정한 정사 상 데이터베

이스 형식의 자료이다. CIB는 무기체계, 수치지

도, 지형분석, 시뮬 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 사

용되며 임  서 임의 타일링은 그림 

1과 같다.

FIGURE 1. CIB 프레임 및 서브프레임 구조 

임마다 1536×1536 픽셀 (2,359,296 픽셀)

의 직각 배열을 포함하고 각 임은 6×6 서

 임(36 서 임)의 격자(grid)로 타일

링되어 서 임 별로 256×256 입력 픽셀의 

직각 배열을 포함하게 되며 서 임들은 일

정 규격에 따라 0～35의 번호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CIB는 일반 으로 사용되는 정사 상과 

동일한 개념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사 상으

로 표 한다.

정사 상의 제작방법은 단 성 상과 기 제

작되어 있는 수치표고모형을 사용하는 방법과 

입체 성 상에서 수치표고모형을 직  추출

하여 정사 상을 만드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일

반 인 정사 상 제작공정은 그림 2에 제시하

다.

FIGURE 2. 정사영상 제작공정

위치정확도 분석

입체 성 상의 해석에 의한 지상기  추

출의 경우에는 지 측량의 성과 없이도 다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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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       성

Image

Station Z

(Intergraph)

CPU：Dual Intel Xeon 2.66GHz, 
1MB L2Cache

RAM：2GB SDRAM
HDD：200 GB((IDE)
G/B：WildCAT 5110(128MB)
OS：Windows 2000 Service 

Pack 4
Display：29 in Monitor
Input Device：10 Button Hand 

Held Cursor 

TABLE 3. 사용 장비 시스템 구성

FIGURE 3. ImageStation Z

항  목 프로그램 기  능

로젝트  
모델의 구성

ISAT

작업에 련된
데이터의 구성

표정작업 표정작업 수행

Triangulation 자동 Triangulation

3차원 입체 
모델의 Display 

 도화

ISSD
ISFC

생성된 입체모델의 
Display 벡터요소들의 
편집  생성

수치표고모형 
추출

MTA 수치표고모형 생성

자료처리 IA 상자료 처리  분석

정사사진 제작 ISBR 정사 상 생성

TABLE 4. 소프트웨어 특징 및 기능

지상기 들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으나, 무엇

보다 이에 한 정확도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 근 지역에 해 

정사 상으로부터 추출된 지상기 을 용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  자료의 확

보가 가능한 근 지역의 CIB 상을 이용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축척 1:5000 수치지도를 기

으로 도, 경도, 지형 등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정확도를 평가하 다.

1. 연구대상지 선정

일정 크기로 타일링된 정사 상의 정확도를 

비 근 지역에 용시키기 해서는 실측 가능

한 지역에 해 지형  특성이 충분히 악될 

수 있고 련된 자료의 수집이 확실한 연구 

상지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 경도  지형과 

련된 지역  특성에 따른 정사 상의 정확도

를 분석하고자 지형  특성이 고려된 4지역의 

연구 상지를 선정하 다. 본 연구의 상지는 

도심의 인공지물  해안을 포함하는 지형인 

A지역, 도심의 인공지물과 평지, 산지를 골고루 

포함하는 복합지형인 B지역, 해안가  넓은 평

야를 포함하는 해안지형인 C지역, 산으로 둘러

싸여 있는 산악지형인 D지역으로 그 지역  특

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도 35° 동부지역, 

도 36°도 부지역, 도 37° 서부지역, 도 

38°도 부지역으로 구분하여 선정하 다. 표 2

는 연구 상지별 지역  치  특성에 한 

구분을 나타내고 있다.

구 분 위 도 경 도 지역적 특성

A지역 약 35.3° 약 129.2° 도심&해안

B지역 약 36.4° 약 127.4° 도심&야산&호수

C지역 약 36.8° 약 126.5° 해안&평지

D지역 약 38° 약 127.4° 산악

TABLE 2. 연구 대상지별 지역적 특성

2. 사용 장비

인공 성의 촬  방식은 기존 항공사진 촬  

방식인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해석도화기로는 작업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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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축성분
편차

y축성분

편차

GCP

CIB측정자료

FIGURE 4. 정사영상의 정확도 평가

측점
수치지도(m) 정사영상(m) 편차(m)

X Y X' Y' dX dY

1 3901076.86 507684.88 3901074.47 507680.15 2.39 4.73 

2 3900911.88 509365.22 3900911.54 509364.64 0.34 0.58 

3 3898885.49 507685.94 3898875.07 507681.89 10.42 4.05 

4 3895665.32 499906.55 3895667.71 499908.84 2.39 2.29 

5 3895369.74 504995.14 3895367.24 504995.05 2.50 0.09 

6 3894509.48 507802.82 3894510.94 507802.36 1.46 0.46 

7 3895272.01 510121.70 3895270.00 510121.12 2.01 0.58 

8 3897863.10 513471.12 3897863.43 513471.73 0.33 0.61 

9 3895106.15 515527.01 3895107.09 515526.49 0.94 0.52 

10 3890152.04 501778.40 3890151.57 501777.20 0.47 1.20 

11 3890511.97 505373.80 3890511.54 505373.17 0.43 0.63 

12 3891129.22 511012.68 3891127.79 511015.19 1.43 2.51 

13 3891485.23 515832.12 3891480.55 515829.62 4.68 2.50 

14 3889104.49 507890.57 3889104.53 507890.74 0.04 0.17 

15 3888960.39 510154.14 3888958.49 510153.13 1.90 1.01 

16 3886844.95 505391.32 3886841.94 505391.95 3.01 0.63 

17 3884879.15 501813.61 3884877.16 501808.55 1.99 5.06 

18 3884048.20 505193.53 3884048.78 505193.23 0.58 0.30 

19 3884457.92 508901.02 3884457.60 508900.58 0.32 0.44 

20 3884468.32 508902.69 3884467.32 508903.18 1.00 0.49 

TABLE 5. A지역 정사영상의 정확도

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Intergraph사의 

상처리시스템인 ImageStation Z와 련 소

트웨어인 ISAT, ISSD, ISFC, MTA, ISBR, IA 

등을 사용하 다. 표 3은 본 연구에 활용한 시

스템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2는 수치

상처리가 가능한 하드웨어인 ImageStation Z를 

보여주고 있다. 한 표 4는 본 연구를 수행하

는데 사용한 소 트웨어의 특징  기능을 제시

하고 있다.

3. 정확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정사 상에 한 치 정확도 

평가를 하여 정상 상을 통해 추출된 결과와 

동일 지역에 한 축척 1:5,000 수치지도 성과

를 비교·분석하 다. 본 연구에 사용한 검사

은 연구 상지별로 각 20 씩 총 80 이다. 검

사  선 시 상으로부터 식별이 명확한 교통

섬  사거리 모퉁이의 모서리  등을 고려하

여 선정하 다. 이로부터 상에서 각 당 5회 

측정한 값을 평균한 측정 결과와 수치지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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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점
수치지도(m) 정사영상(m) 편차(m)

X Y X' Y' dX dY

1 4033991.16 355114.77 4033994.71 355115.02 3.55 0.25

2 4034465.93 359269.71 4034462.84 359273.29 3.09 3.58 

3 4034540.44 359916.56 4034539.79 359917.77 0.65 1.21 

4 4033481.88 358607.94 4033482.57 358609.15 0.69 1.21 

5 4032980.18 358378.53 4032982.66 358381.54 2.48 3.01 

6 4028261.36 352613.26 4028254.20 352615.62 7.16 2.36 

7 4027764.24 353587.04 4027757.96 353592.43 6.28 5.39 

8 4027969.38 354395.15 4027962.51 354393.21 6.87 1.94 

9 4028461.91 356476.33 4028456.51 356472.91 5.40 3.42 

10 4029109.24 358664.27 4029110.86 358659.85 1.62 4.42 

11 4026624.24 353347.46 4026617.65 353351.88 6.59 4.42 

12 4026666.48 355640.82 4026669.62 355639.91 3.14 0.91 

13 4025777.59 350663.98 4025774.23 350668.21 3.36 4.23 

14 4025002.75 350721.58 4025002.55 350726.92 0.20 5.34 

15 4024152.27 350298.03 4024151.63 350299.26 0.64 1.23 

16 4022838.43 348882.77 4022840.78 348879.50 2.35 3.27 

17 4021394.89 353746.36 4021387.77 353743.50 7.12 2.86 

18 4024166.16 359804.06 4024165.54 359804.44 0.62 0.38 

19 4023325.25 360641.18 4023324.55 360642.64 0.70 1.46 

20 4022434.81 358747.65 4022434.75 358748.67 0.06 1.02 

TABLE 6. B지역 정사영상의 정확도

측점
수치지도(m) 정사영상(m) 편차(m)

X Y X' Y' dX dY

1 4074368.32 256456.72 4074368.32 256456.72 1.38 0.87

2 4074600.59 262167.39 4074600.59 262167.39 -1.66 -0.39 

3 4093229.86 271568.38 4093229.86 271568.38 -7.27 -0.38 

4 4093216.91 273717.02 4093216.91 273717.02 -0.14 -0.92 

5 4089488.59 271923.53 4089488.59 271923.53 -0.67 -2.19 

6 4092277.87 282567.57 4092277.87 282567.57 -2.69 -3.20 

7 4088602.08 281846.41 4088602.08 281846.41 -1.16 -2.97 

8 4088919.33 283334.88 4088919.33 283334.88 -0.58 -0.35 

9 4077245.01 274119.26 4077245.01 274119.26 -0.26 -0.28 

10 4076856.20 276403.84 4076856.20 276403.84 -0.79 -0.22 

11 4073240.73 274265.94 4073240.73 274265.94 0.56 -0.43 

12 4073438.32 275890.31 4073438.32 275890.31 -0.02 -2.70 

13 4099208.33 281030.75 4099208.33 281030.75 -4.69 -11.63 

14 4099342.21 282789.20 4099342.21 282789.20 -2.91 -5.49 

15 4104450.31 277452.20 4104450.31 277452.20 -2.78 -5.23 

16 4103786.34 279380.11 4103786.34 279380.11 -2.35 0.12 

17 4101678.09 277242.66 4101678.09 277242.66 -2.32 -5.60 

18 4101828.44 279246.19 4101828.44 279246.19 -2.89 -6.08 

19 4098706.14 272413.66 4098706.14 272413.66 -6.18 -7.00 

20 4096174.10 272783.09 4096174.10 272783.09 2.31 3.99 

TABLE 7. C지역 정사영상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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