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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m급 전후의 고해상도 위성영상들이 지구관측 및 모니터링으로부터 국토의 디지털 지도제작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IKONOS 영상의 경우 Pro와 Precision 제품은 상당히 고가이므

로 정확한 지도를 제작하는데 저가의 Geo제품과 영상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RPC계수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IKONOS 고해상도 영상은 엄밀한 센서모델 대신 RF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RF 모델을 기반으로 추출되는 지상좌표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상물공간

과 상공간에서 각각 정의된 4개의 모델, 즉 선형이동 모델, 축척 및 선형이동 모델, Affine 모델, 2

차 다항식 모델을 제시하였다. RF 모델을 기반으로 한 지상좌표 산출 알고리즘과 산출된 지상좌

표의 정확도 개선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험을 통하여 다항식 보정모델별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상기준점의 수와 배치유형, 측량의 정확도와 같은 여러 가지 지도제작 매개변수들이 지상

좌표의 정확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적용실험 결과, RF 모델에 의해 1차적으로 산출된 3차원 지상좌표의 RMSE는 X 방향에서

8.035 , Y 방향에서 10.020m, Z 방향에서 13.318m이었으나 다항식 보정 알고리즘을 통하여 X 방

향 2.791m, Y 방향 2.520m, Z 방향 1.441m까지 RMSE를 낮춤으로써 수평위치에서 약 65%, 수직

방향에서 약 89%까지 정확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주요어: 고해상도 위성영상, IKONOS, Rational Function 모델, 지상위치 결정, 정확도 개선,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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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tellite imagery with high resolution of about one meter is used widely in commerce and

government applications ranging from earth observation and monitoring to national digital

mapping. Due to the expensiveness of IKONOS Pro and Precision products, it is attractive to

use the low-cost IKONOS Geo product with vendor-provided 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s

(RPCs), to produce highly accurate mapping products. The imaging geometry of IKONOS

high-resolution imagery is described by RFs instead of rigorous sensor models.

This paper presents four different polynomial models, that are the offset model, the scale and

offset model, the Affine model, and the 2nd-order polynomial model, defined respectively in

object space and image space to improve the accuracies of the RF-derived ground coordinates.

Not only the algorithm for RF-based ground coordinates but also the algorithm for accuracy

improvement of RF-based ground coordinates are developed which is based on the four models,

The experiment also evaluates the effect of different cartographic parameters such as the

number, configuration, and accuracy of ground control points on the accuracy of geopositioning.

As the result of a experimental application, the root mean square errors of three dimensional

ground coordinates which are first derived by vendor-provided Rational Function models

were averagely 8.035m in X, 10.020m in Y and 13.318m in Z direction. After applying

polynomial correction algorithm, those errors were dramatically decreased to averagely 2.791m

in X, 2.520m in Y and 1.441m in Z. That is, accuracy was greatly improved by 65% in

planmetry and 89% in vertical direction.

KEYWORDS: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ry, IKONOS, Rational Function Model, 

Geopositioning, Accuracy Improvement, Algorithm Development, 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s (RPC) 

서  론

IKONOS, QuickBird와 같은 고해상도 상업

위성의 등장으로 기존의 정성적인 판독은 물

론 수치표고모형(DEM)의 생성 및 지형도 제

작 등과 같은 정량적인 위치결정에 그 활용범

위가 획기적으로 증대됨으로써 지구관측과 디

지털 지도제작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IKONOS Precision, QuickBird Orthorectified

와 같은 높은 처리수준의 영상제품은 저처리

수준제품보다 훨씬 고가이기 때문에 사진측량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Geo(표준기하보정) 레벨

의 영상을 처리하여 사용하는 편이 경제적이

다. 그러나 IKONOS Geo 스테레오영상은 정

밀센서모델이 제공되지 않아 3차원 위치의 정

확도가 약 20m 내외이므로 대축척 수치지도

작성을 위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종래에 제시되어 온 RPC(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s) 계수들의 업데이트 등의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Tao와 Hu는 추가된 지상기

준점(ground control points; GCP)을 사용하여

RF 모델의 계수를 보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기존 계수들을 계

산하기 위해 사용했던 지상기준점과 추가적으

로 획득한 지상기준점을 모두 사용하여 계수

들을 재계산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기

존 계수들을 계산할 때 생성된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계수들을 보정하는 방법이다(Tao

and Hu, 2002). Di 등은 1차, 2차, 3차 다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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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사용하였고 1차 다항식 모델만으로 평

면상에서 1.5m와 2m의 양호한 정확도를 획득

하였으며 계수들을 재배열하여 얻은 결과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획득하였다(Di 등, 2003).

Davis와 Wang은 IKONOS Geo 영상을 사용

하여 Missouri의 세 지역에서 실험을 행하여

RF모델을 이용하여 정사보정한 결과, 평면정

확도는 2～3m로서 IKONOS Precision 제품과

유사한 정확도를 나타냈으며, 이것은 CCRS

모델에 비해 RF 모델에서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Davis and Wang, 2001). Niu 등은

IKONOS와 QuickBird 스테레오 영상에 대하

여 지상기준점(GCP)의 분포패턴과 변환모델을

이용하여 지상점의 3차원 위치결정의 정확도

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으며 선형이동

모델에서 한 점의 GCP를 사용하여 오차의 대

부분을 보정하여 양호한 성과를 성취하였다

(Niu 등, 2004). Fraser 등은 단일, 그리고 스

테레오와 three-fold 영상 커버리지의 배치에

따른 IKONOS Geo 영상의 3차원 정확도의 향

상을 통한 3차원 지물의 정확한 추출에 대해

연구하였다(Fraser 등, 2001). Fraser 등은 또

한 IKONOS 영상을 이용한 고정밀 위치측정

을 통해 정밀 센서에서 요구되는 기대정확도

를 획득하였고, 지상기준점의 수에 따른 정확

도를 분석하였다(Fraser 등, 2002).

국내에서 이효성 등은 기존의 수치지도로부

터 독취한 지상기준점을 이용하여 IKONOS 영

상의 RF 모델에 대한 정확도를 비교하였다(이

효성 등, 2001). 박준규, 안기원 등은 IKONOS

영상의 기하보정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2차

원 다항식모델이 아닌 RF 모델을 적용하여 다

항식 차수에 따른 영상의 기하학적 정확도를

평가하였다(박준규, 2002; 안기원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RF(Rational Function) 모델

에 의해 결정되는 지상위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미 제시되어 온 RPC 계수

들을 보정해 주는 방법이 아닌, 대상물공간과

상공간에서 각각 4가지 다항식 모델(선형이동,

축척변환 및 선형이동, Affine, 2차 다항식 등)

을 적용하여 RF 모델로부터 계산된 지상좌표

들을 정련시키고자 하였다. RF 모델에 의해 산

출되는 지상좌표들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

해 대상물공간에서 정의되는 상향식과 상공간

에서 정의되는 하향식으로 각각 4개의 다항식

모델에 근거한 정확도 개선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에 근거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제 대상지역에 적용함으로써 다

항식 모델별로 3차원 지상좌표의 정확도 개선

효과를 비교하고 아울러 GCP 배치유형 및 그

수에 따른 정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알고리즘 정립 및 프로그램 개발

1. Rational Function(RF) 모델의 구성 

Rational Function(RF) 모델은 두 개의 다항식

의 비를 이용하며 상공간 좌표(line, sample)와

대상물 공간좌표(latitude, longitude, height) 사이

의 변환을 수행하며 상향식(upward)과 하향식

(downward)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RPC(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s)를 이용함

에 있어서 상좌표의 계산에 의한 방법은 상향식

이고 지상좌표 계산에 의한 방법은 하향식이다.

LEFT IMAGE RIGHT IMAGE

GROUND

RPC RPC

s

l

s

l

h
?

f

P , L , H

FIGURE 1. IKONOS 영상에 의한 지상좌표 
계산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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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항의 다항식인 3차 상향식 RF모델은

다음 식과 같이 지상좌표( 또는 )

를 상좌표()로 변환한다(Grodecki, 2001).

                              









 



 

                      (1)

여기서 다항식 (=1, 2, 3, 4)의 일반적인

형태는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0≤1, 2, 3≤3, 1+2+3≤3

이다. 식(1)의  를 식(2)의 다항식으로 대치

하고 분모의 첫 번째 계수를 제거하면, 부모에

19개, 분자에 20개의 계수를 포함하여 총 39개

의 RPC계수들을 갖게 된다. 이 39개의 매개변

수들은 영상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며, 그렇지

않다면 이 매개변수들을 풀기 위해 최소 39개

의 지상기준점(GCP)이 필요하게 된다.

지상좌표 를 취하여 상향식 RF를 inverse하

면, 하향식 RF 모델이 얻어질 수 있다. 하향식은

상공간좌표를 대상물공간좌표로 변환하는데 이용

되며, 식(3)과 같이 나타내어진다(Di 등, 2003).

                                    













 


                  (3)  

RF 모델에 영상공급자가 제공한 계수들을

적용하여 엄격한 영상기하학에 접근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들 계수들은 지상의 실제데이터

대신 가상의 지상기준점으로부터 유도되기 때

문에 RF 모델을 통하여 계산된 지상좌표들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다.

2. 전체 알고리즘

IKONOS 영상 기준점 정보 RPC 정보

기준점에 대한 영상좌표 관측

다항식 모델

Object Space Image Space

RMSE

Rational Function Model

오 차 계 산

정확도 개선

Scale & Offset
모델

Affine
모델

2     order
모델

ndOffset
모델

Pixel Coordinate (I,J)

Ground Coordinate (X,Y,Z)

   FIGURE 2. 전체적인 자료처리 과정

우선 영상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RPC 자료

와 RF 모델에 의해 성취할 수 있는 정확도를

도출한 다음, 대상물공간과 상공간에서 각각 4

가지 다항식 모델, 즉 선형이동 모델, 축척변

환 및 선형이동 모델, Affine 모델, 2차 다항식

모델을 각각 적용하여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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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서로 자료를 처리한다(그림 2). RF 모델

및 다항식 모델을 처리하기 위해 MathCAD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하였으며 모든 좌표와

RPC는 텍스트 파일로 입력데이터를 구성하여

그에 따른 RMSE 및 조정좌표는 별도의 텍스

트 파일로 출력하도록 하였다. MathCAD는 수

치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수학적 알고리

즘 적용에 있어서 비교적 간단하고 별도의 코

딩작업 없이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학적

인 수학연산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3. Rational Function 모델 기반 프로그램

RF 모델의 두 가지 처리방식인 상향식과

하향식을 각각 사용하여 상좌표와 지상점에

대해 모델링하였다(그림 3). 두 스테레오 영상

의 상좌표(INIij)와 계수만을 추출한 RPC 및

지상점 좌표(INIxyz)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

였다. 입 출력 좌표를 차이를 통해 오차를 계

산하고, 지상점들에 대한 GPS측량과 RF 모델

에 의해 각각 얻어진 좌표값들간의 차이로부

터 평균수평오차와 평균수직오차를 산출하도

록 하였다.

Rational Function Model Porcessing

상좌표
(I, J)

지상점 좌표
(X, Y, Z) RPC 정보

RPFij000.txt
RPFij001.txt RPFxyz.txt

INIij000 - RPFij000
INIij001 - RPFij001

INIxyz - RPFxyz

INIij000.txt
INIij001.txt INIxyz.txt RPC000.txt

RPC001.txt

오차분석

FIGURE 3. RF 모델의 정확도 분석 처리과정

RF 모델에 대한 MathCAD 프로그래밍을 통

하여 입력데이터에 대응하는 출력데이터의 차

     를 계산한다. 각각의 INIij000

과 RPFij000, INIij001과 RPFij001 및 INIxyz

와 RPFxyz의 차를 통해 지상점들의 수평방향

오차와 수직방향오차의 크기(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초기값 → RF 모델 처리값)을 분석하도

록 하였다.

4. 다항식 모델에 의한 정확도 개선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다항

식 보정을 이용하여 RF 모델로부터 계산된 지

상좌표들을 정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MathCAD 프로그래밍을 통해 처리된 3차원

좌표들을 대상물공간과 상공간에서 각각 선형

이동 모델, 축척변환 및 선형이동 모델, Affine

모델, 2차 다항식 모델로 처리한다.

GCP는 다항식의 매개변수 값들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상좌표 및 지상좌표와 관련

된 모든 입력 텍스트 파일에서 동일한 기준점

은 각각의 동일한 행으로 표현되며 GCP에 해

당하는 행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GCP로 설정

된다. 또한 GCP로 설정되었더라도 프로그래밍

처리 중 GCP로 사용되지 않는 기준점은 검사

점(check point; CKP)으로 사용되어 정확도

분석에 이용되며 CKP와 GCP의 RMSE를 각

각 계산할 수 있게 하였다.

대상물공간과 상공간에서의 처리를 위해 동

일한 파일을 가지고 처리하지만 대상물공간에

서의 처리가 입력되는 지상좌표와 그에 따른

RF 모델 파일만으로 설정된 GCP와 CKP에

따라 다항식 모델을 처리한다. 반면에 상공간

에서의 경우 입력되는 상좌표 파일 중 GCP와

CKP의 설정 후 별도의 RF 모델링을 실행하

며, 실행 후 수정된 상좌표 파일을 다항식 모

델로 처리하고 그 값을 기준으로 지상점 좌표를

구하게 된다. 이 때 스테레오 영상 각각에 대한

RMSE와 개선된 상좌표 및 지상좌표가 출력되

며 X, Y에 대한 RMSE는 GCP를 WGS84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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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athCAD에 의한 RF 모델의 프로그래밍 

체계로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위도차

(degree)로 계산되는데 지구반경과 원주율을

이용한 공식을 통해 지표상 거리(m)로 표현되

며 Z는 입력된 타원체고를 계산한 높이차(m)

로 계산된다.

4.1 대상물 공간에서의 처리

대상물공간에서는 초기 지상점과 RF 모델로

처리된 지상점을 다항식 보정을 통해서 처리한

다(그림 5). 이 때 GCP로 사용할 점을 각각의

파일의 행번호를 입력하여 설정하고 GCP에 해

당하지 않는 점들은 CKP로 설정한다.

축척변환 및 선형이동 모델에서 2점의 GCP

를 이용하는 경우 궤도 방향 배치(along track)

와 궤도방향에 대한 직교배치(across track)로

분류하여 GCP 설정에 있어서 배열된 GC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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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상공간에서의 GCP와 CKP의 설정 

선택과 궤도방향에 따른 다항식 보정의 특성

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Point 

2 Points : Along track
                Across track

6Point Av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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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ints

6 Points

3 Points

Sc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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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oints

Affine

10 Points

12 Points

2     ordernd

Rational Function Model

INIxyz RPFxyz

4 - Polynomial Model

Control Points

Calculation of RMSE

FIGURE 5. 대상물공간에서의 자료처리 과정 

4.2 상 공간에서의 처리

상공간에서의 정확도 개선은 GCP 설정 이

후 두 번의 다항식 모델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상기준점 만을 이용하여 보정 전후의 차이

로 오차를 계산하는 대상물 공간에서의 처리

와는 달리 상좌표에 대하여 다항식 보정을 하

고 재계산된 스테레오 상좌표 쌍을 이용하여

처리 전의 상좌표와의 오차계산 후 지상점의

좌표와 그에 따른 RMSE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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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Polynomial Model

FIGURE 7. 상공간에서의 자료처리 과정

적용실험 및 분석

1. 실험

1.1 위성 자료

본 연구에서는 적정 규모의 도시지역과 임

야 및 농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형조사가 비

교적 잘 되어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 GPS 상

시관측소가 고르게 배치되어 있어 지상데이터

구축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대전의

일부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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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Product Image ID 001

IKONOS-2 Sensor IKONOS-2

Acquired Nominal GSD

0.93 meter Cross Scan 0.88 meters

0.93 meter Along Scan 0.91 meters

179.96 degrees Scan Azimuth 179.96 degrees

Reverse Scan Direction Reverse

46.0322 degrees Nominal Collection Azimuth 151.8080 degrees

66.50039 degrees Nominal Collection Elevation 36.55422 degrees

163.8771 degrees Sun Angle Azimuth 164.1390 degrees

32.75480 degrees Sun Angle Elevation 32.80824 degrees

2001-11-19 02:18 GMT Acquisition Date/Time 2001-11-19 02:19 GMT

TABLE 1. IKONOS 스테레오 영상에 대한 Metadata

FIGURE 8. 대상지역의 좌 ․우 영상 및  51점의 지상점 

IKONOS 영상은 대전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2001년 11월 19일에 촬영된 IKONOS Geo 수

준의 영상으로서 크기는 W:13,816×H:13,824

픽셀의 좌영상과 W:13,816×H:14,336 픽셀의

우영상이다.(표 1, 그림 8)

1.2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의 GPS측량

우선 영상 위에서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으

로 사용할 51개의 점들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영상에서 식별이 용이한 교

차로 모서리, 교량 및 교통섬 등의 지형지물을

선점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총 51점에 대하여

30초의 로깅타임과 30분의 수신시간으로 GPS

측량기(Trimble 4700/4800 /5700)를 이용하여

정지측량(static surveying)을 통해 좌표를 획

득하였다(그림 8).

GPS측량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의 처리는

GPS 상용 소프트웨어인 Trimble Geomatics

Office 1.6을 이용하였으며, GPS 상시관측소인

청주, 전주, 대전 및 상주 지역을 연결하여 기

선해석과 망 조정을 통하여 지상점들에 대한

WGS84좌표를 획득하였다.

1.3 상좌표 획득

상좌표는 지상좌표와 동일한 위치에 해당하

는 픽셀을 선택하여 각 영상마다 동일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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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RF 모델에 의한 지상점의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 오차의 도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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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정확도 개선을 위한 다항식 모델

의 픽셀좌표     를 텍스트 파일로 생성하

였으며, 상좌표는 ERDAS IMAGINE 8.4를 이

용하여 독취하였다. 픽셀좌표는 영상의 좌상모

서리를    으로 하여 각각의 지상점들에 대

하여 좌 우 스테레오 영상에서 동일한 위치를

독취하였다. 상좌표와 지상점의 좌표 일치를 위

해 지상기준점은 WGS84 타원체 상의 경위도

좌표를 경도, 위도, 타원체고      

순서로 정리하여 처리하였다.

2. 자료 처리 및 분석

2.1 RF 모델에 의한 정확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RF 모델의 두 가지 처리방

식인 상향식과 하향식을 각각 사용하여 상좌

표와 지상점에 대해 모델링하였다. 두 스테레

오 영상의 상좌표와 계수만을 추출한 RPC 및

지상좌표를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입 출

력 좌표 차이를 통해 오차를 계산하였으며 51

개 지상점들에 대한 GPS측량과 RF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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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각각 얻어진 지상점들의 좌표차로부터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X 방향에서 8.035m, Y

방향에서 10.020m의 RMSE를 나타내었고, Z

방향에서 13.318m의 RMSE를 나타내었다. 그

림 9는 50배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수평

오차는 정오차의 형태로 모든 점에서 남동방

향으로 발생하고 수직오차는 상향으로 일관성

있게 정오차의 양상으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pace Imaging사에서 제공하는

IKONOS Geo영상의 Product Level 원형오차

(CE90일 때 15)와 그 크기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RF 모델에 의해 1차적으로 추출되

는 3차원 좌표의 정확도가 개선해야 될 필요

성을 분명하게 시사해 주고 있다.

2.2 다항식 보정 모델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 향상을 위해 다항식

보정모델을 이용하여 RF 모델로부터 계산된

지상좌표들을 정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2) MathCAD 프로그램을 통해 얻어진 3

차원 좌표들을 대상물 공간과 상공간에서 4개

의 다항식 모델, 즉 선형이동모델, 축척변환 및

선형이동 모델, Affine 모델, 2차 다항식 모델

로 처리하였다. 이 때 GCP의 수와 배치유형에

따른 정확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GPS측량

에 의해 얻어진 51개의 지상점 중 그림 10과

같이 9개 점들의 균등 분포를 고려하여 GCP들

을 선정하였다(그림 11의 GCP위치 참조).

20

345

6

8 17

20

5

6

8 17

FIGURE 10. 9점의 지상기준점 배치

FIGURE 11. GCP 및 CKP의 배열 

2.3 다항식 보정 모델의 적용 결과 분석

4가지 모델별로 대상물공간과 상공간에서

각각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의 RMSE를 계산

하였다. 또한 사용한 GCP를 제외한 모든 지상

점들에 대하여 상공간에서는 수정된 상좌표와

그에 따른 지상좌표를 추출하였으며 대상물공

간과 상공간에서 4가지 다항식 보정모델의 적

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N은 처리에 사

용된 GCP의 수, X, Y 방향의 RMSE는

WGS84 타원체에서 경도, 위도의 오차를 m

단위로 환산한 것이고, Z 방향의 RMSE는 타

원체고에 대한 RMSE이다(표 3). 여기서

제시한 RMSE는 51개의 지상점들 중 GCP로

사용한 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41 내지 50개

점들의 RMSE의 평균을 취한 것이다.

선형이동모델은 RF모델에 의한 처리 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4가지 다항식 보정모델

중 가장 단순한 방법이며 소요 GCP 수가 가

장 적다. 한 점의 GCP만을 이용하더라도 대상

물공간과 상공간에서 공히 대부분의 오차가

제거되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축척변환 및 선형이동모델에서는 2점의

GCP를 궤도방향(along track)과 궤도 직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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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ce Method N Pos RMSE(X) RMSE(Y) RMSE(Z)

Object
Space

Translation 1 3.2554 2.5560 1.6903

Scale
+

Offset

2
along track 3.1763 2.5670 2.5596

across track 3.0586 2.6502 1.8104

4 3.1315 2.6210 1.8823

6 3.1707 2.6085 1.8919

Affine
4 3.0959 3.2157 2.4912

6 3.1288 2.7064 2.6156

2nd order 10 - - -

Image
Space

Translation 1 3.0670 2.4944 1.5553

Scale
+

Offset

2
along track 3.6800 2.4777 1.7816

across track 2.8789 2.5340 1.9294

4 2.9732 2.5586 1.6269

6 3.0025 2.5463 1.6509

Affine

3 2.7912 2.5204 1.4412

4 2.9273 2.6909 1.5892

6 3.0139 2.6455 1.5603

2nd order

6 3.2250 4.9630 1.5930

7 3.1443 3.0286 1.9094

10 3.8289 2.9520 1.5870

TABLE 3. 정확도 개선 모델의 적용결과   

향(across track)에 따라 각각 8가지 유형의

배치로 처리하여 비교하였다. 좌 우 스테레오

영상에 대하여 궤도방향의 GCP 배치의 경우

그와 같은 방향인 Y방향의 정확도가 X방향에

비해 대상물공간과 상공간에서 각각 0.6m와

1.2m 정도 높게 나타났다. 3차원 위치오차로

분석하면, 대상물공간에서 처리한 경우 궤도방

향의 GCP 배치에서 4.82m, 궤도직교방향의

배치에서 4.43m이었고, 상공간에서는 궤도방향

의 GCP 배치에서 4.78m, 궤도직교방향의 배

치에서 4.29m로서, 궤도직교방향의 GCP 배치

가 미소하나마 정확도면에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물공간에서 궤도방향 2점

의 GCP를 사용한 경우 X, Y, Z, 방향의

RMSE는 각각 3.18m, 2.58m, 2.56m로 나타났

고, 6점의 GCP를 사용한 경우 3.17m, 2.61m,

1.89m로 나타남으로써 X, Y방향에서 의미 있

는 변화가 없으나 Z방향에서 약 26%의 정확

도 향상을 보였다. 상공간에서 궤도방향 2점의

GCP를 사용한 경우 X, Y, Z, 방향의 RMSE

는 각각 3.68m, 2.48m, 1.78m이었고 6점의

GCP를 사용한 경우 3.00m, 2.55m, 1.65m로서

X, Z 방향에서 각각 18%와 7%의 정확도 향

상을 나타낸 반면, Y방향에서는 의미 있는 변

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Affine 모델의 경우 대상물공간에서 4점의

GCP와 6점의 GCP를 사용하고, 상공간의

Affine 모델에서 요구되는 최소기준점 수인 3

점의 GCP를 추가․적용하였다. 대상물공간에

비하여 상공간에서 더 양호한 정확도를 보였

으며, 4점의 GCP를 사용한 경우 대상물공간에

서는 X방향에서 3.10m, Y방향에서 3.22m이었

고 상공간에서는 X방향에서 2.93m, Y방향에서

2.69m의 RMSE를 나타내었다. 수직정확도에

있어서 대상물공간에서는 2.49m이었고 상공간

에서 1.59m로서 상공간에서 36%의 높은 정확

도를 보였다. 또한 GCP의 수가 4개에서 6개로

증가함에 따라 대상물공간의 경우 X, Z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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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반면, Y방향에

서 약 16.0%의 정확도 증가를 나타냈고, 상공

간의 경우 각 방향에서 역시 별다른 오차감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차 다항식 모델의 경우 매개변수가 많은

다항식으로 처리할수록, GCP 수가 많을수록

어느 정도의 정확도 향상을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다항식 모델 간에 의미 있는 큰 차이

는 발견할 수 없었다.

대상물공간과 상공간의 4가지 다항식 보정

모델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 경우는 3

개의 GCP를 사용한 Affine 모델로서 X 방향

2.791m, Y 방향 2.520m, Z 방향 1.441m의

RMSE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단일 GCP를 적용하는 선형이동모델, 2점의

GCP의 궤도직교방향 배치에 의한 축척변환

및 선형이동모델, 4～6점의 GCP에 의한 축척

변환 및 선형이동모델 또는 3～6점의 GCP에

의한 Affine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소기의 정확

도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1절에서 제시한 RF 모델에 의해 유도된

51개 점들의 평균수평오차 10.63m, 평균수직오

차 13.32m와 대상물공간의 선형이동모델(1점

의 GCP)을 적용 시 얻어진 평균수평오차

4.14m, 평균수직오차 1.69m, 상공간의 선형이

동모델(1점의 GCP)을 적용 시 얻어진 평균수

평오차 3.95m, 평균수직오차 1.56m를 비교할

때 수평방향에서 약 61～63%, 수직방향에서

약 88%의 급격한 정확도 개선효과를 나타내

었다. RF 모델에 의해 산출된 결과를 상공간

의 Affine모델(4점의 GCP)을 적용 시 얻어진

평균수평오차 3.98m, 평균수직오차 1.59m와

비교할 때 수평방향에서 약 63%, 수직방향에

서 약 87%의 정확도 개선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대상물공간과 상공간에서 4개의

다항식 보정모델별, 기준점 수 및 배치유형에

따른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고해상도 스테레

오 위성영상에 대하여 Rational Function 모델

을 기반으로 한 사진삼각측량의 결과는 반드

시 다항식 보정모델에 의해 정확도를 개선하

되, 적절한 GCP 배치에 따른 다항식 보정모델

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IKONOS Geo 레벨의 스테레오 팬크로매틱

영상으로부터 이용하여 RF 모델에 의해 유도

되는 지상 3차원 좌표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자 RF 모델에 의한 3차원 지상좌표 추출과 상

향식과 하향식의 다항식 모델에 의한 정확도

개선 알고리즘을 정립하고 MathCAD를 이용

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4가지 다항식 모델

즉, 선형이동모델, 축척변환 및 선형이동모델,

Affine 모델, 2차 다항식모델 등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RF 모델에 의해 산출된 3차원 지상좌

표의 정확도는 X 방향에서 8.035m, Y 방향에

서 10.020m, Z 방향에서 13.318m의 RMSE를

나타내었으며 수평오차는 남동방향으로, 수직

오차는 상향으로 일관성 있게 정오차의 양상

으로 나타남으로써 RF 모델에 의해 1차적으로

추출되는 3차원 지상좌표의 정확도를 개선해

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RF 모델에 의해 유도된 51개 점들의

평균수평오차 10.63m, 평균수직오차 13.32m와

대상물공간의 선형이동모델(1점의 GCP)을 적

용 시 얻어진 평균수평오차 4.14m, 평균수직오

차 1.69 , 그리고 상공간의 선형이동모델(1점의

GCP)을 적용 시 얻어진 평균수평오차 3.95m, 평

균수직오차 1.56m를 비교할 때 수평방향에서

약 61～63%, 수직방향에서 약 88%의 급격한

정확도 개선효과를 나타내었다. 한 점의 GCP

만을 사용하여 오차의 대부분을 제거하고 양호

한 정확도를 성취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기

존의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셋째, 대상물공간과 상공간의 4가지 다항식

보정모델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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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점의 GCP를 사용한 Affine 모델로서 X

방향 2.791m, Y 방향 2.520m, Z 방향 1.441m

의 RMSE를 나타냈다. RF 모델에 의해 산출

된 결과를 상공간의 Affine 모델(3점의 GCP)

을 적용 시 얻어진 평균수평오차 3.76m, 평균

수직오차 1.44m와 비교할 때 수평방향에서 약

65%, 수직방향에서 약 89%까지 정확도를 크

게 개선할 수 있었다.

넷째, 균등하게 분포시킨 3～6점의 GCP를

사용하여 축척변환 및 선형이동모델 또는

Affine 모델을 적용할 경우 X, Y 평면위치에

서 2.7～3.2m, 수직위치 1.4～2.6m의 정확도를

성취할 수 있었으며, 이는 IKONOS Precision

영상제품의 정확도 수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대상물공간과 상공간에서 4개의

다항식 보정모델별, 기준점 수 및 배치유형에

따른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고해상도 스테레

오 위성영상에 대한 Rational Function 모델에

기반한 사진삼각측량의 결과는 다항식 보정모

델에 의해 정확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이 때 적절한 GCP 배치에 따른 다항식 보정

모델의 선택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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