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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KOMPSAT-3 can acquire panchromatic stereo image with 0.7 m spatial resolution,
and provides 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 (RPC). In order to determine ground coordinate using the
provides RPC, which include interior-exterior orientation errors, its adjustment is needed by using the
Ground Control Point (GCP). Several thousands of national Unified Control Points (UCPs) are established
and overall distributed in the country by the Korean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
UCPs therefore can be easily searched and downloaded by the national-control-point-record-issues system.
This paper introduced the point-extraction method and the distance-bearing method to detect of UCPs.
As results, the distance-bearing method was better detected through the experiment. RPC adjustment using
this method was compared with that by only one UCP and GCPs using GPS. The proposed method was
more accurate than the other method in the horizontal. As demonstrated in this paper, the proposed UCPs
detection method could be replaced GPS surveying for RPC adjustment.
Key Words : KOMPSAT-3, 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 Unified Control Points, Point-extraction,

Distance-bearing

요약 : KOMPSAT-3는 0.7 m 공간해상도의 스테레오 흑백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RPC를 제공하고 있

다. 내·외부표정요소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제공 RPC로부터 지상좌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상기준점을

이용한 RPC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해 수천 개의 국가 통합기준점이 국토 전

역에 걸쳐 설치되고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통합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준점발급시스템에서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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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KOMPSAT-3 위성은 해상도 2.2 m인 다중

파장대 영상과 0.7 m의 흑백영상을 제공하고 있다(Seo

and Kim, 2011). 그리고 영상 메타데이터와 함께 제공되

는 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RPC)의 평면위치 정확

도(Circular Error at 90% Probability, CE90)는 대략 50 m로

보고되고 있다(KARI, 2013). 이는 제공 RPC가 위성센서

와 카메라의 기하학적 왜곡을 포함하고 있는 물리적 센

서모델로부터 생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차를

최소화 하고, 대상지역의 정밀한 지상좌표를 구하기 위

해, 기존에는 지상 기준점 측량으로 RPC의 정확도를 향

상시켰다(Ahn et al., 2002; Kang et al. 2003; Di et al., 2003;

Fraser and Hanley, 2003; Grodecki and Dial, 2003). Lee et

al.(2013)은GPS를이용한지상기준점측량을실시한후,

KOMPSAT-3 위성영상에서 기준점 개수와 RPC 조정계

수 적용 방법에 따른 RPC의 위치결정 정확도를 제시하

였다. 그 결과, 다 수의 기준점에 의한 6개RPC 조정계수

방법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한 점을 이용한 RPC 편위량

(shift) 계수 적용 방법 또한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

다. RPC 보정을 위한 지상기준점 측량은 영상에서 선점

작업, 현장 주변의 통합기준점이나 GPS 상시관측소의

사전조사, 선점된 기준점의 현장답사와 GPS 측량 등의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현장 여건

상 영상전체를 포괄할 수 없고, 영상에서의 기준점 배치

상태와 분포에 따라서도 RPC 보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최근에는DEM,라이다 데이터, 수치지도와 같은 기

구축된 기준자료를 활용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들은 영상 전반에 기준점 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

장 방문에 의한 실측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RPC

정확도 향상을 위한 작업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확보

할 수 있고,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Oh and

Jung, 2012; Oh et al., 2012; Lee and Oh, 2014; Oh and Lee,

2014). Oh and Jung(2012)은 SRTM DEM을 이용하여

KOMPSAT-2 RPC를 자동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으며, Oh et al.(2012)와 Lee and Oh(2014)는 Relative

Edge Cross Correlation (RECC)로라이다칩(LiDAR Chip)

과 위성영상 매칭방법을 제안하고 , KOMPSAT-2와

KOMPSAT-3 위성영상의 RPC를 보정하였다. Oh and

Lee(2014)는 1:25,000 수치지도로부터도로, 철도와같은

반영구적이면서 선형의 인식 가능한 벡터레이어를

RapidEye 위성영상과 매칭시킨 후, 좌표등록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그러나 이들 방법 또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정확도 또한 현

장관측 기준점에 의한 RPC 보정 정확도 보다 다소 떨어

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NGII)에서 설치한 통합

기준점(Unified Control point; UCP)이현재까지 5~10 km

간격으로 약 3,650 여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7년까지

2~3 km 간격으로 모두 7,000여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NGII, 2003; NGII, 2013). 이 점들의 설치위치와 지상좌

표 등은 NGII의 국가기준점성과발급서비스 시스템에

서실시간으로쉽게검색된다(NGII, 2014). 또한이점들

은 크게 기존의 수준점 형태(크기 약 1×1 m)와 정방형

의 방사무늬 형태(크기 약 1.5×1.5 m)로 구성된다(Fig.

1). 따라서 이 점들은 주변 장애물만 없다면 항공영상 뿐

만 아니라 1m 이하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에서 식별이 가

능 하 다 . 또 한 국 토 면 적 을 고 려 하 면 현 재 까 지

KOMPSAT-3 위성영상(크기: 약 17×13 km)에 약 8점 정

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017년 기준 약 16

점이 설치될 예정이어서 이 지점들이 영상에서 탐지된

다면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RPC 보정용으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hn et al.(2014)은KOMPSAT-3영상내존재하는UCP

를 검색, 식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선정된 UCP 한 점

만을 활용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RPC 보정방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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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검색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본 연구는 KOMPSAT-3 위성영상에서 UCP를 탐지하기 위해, 특징점

추출 방법과 거리·방향각 적용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거리·방향각 적용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 방법으로 조정된 RPC는 UCP 한 점만 적용한 경우, GPS 지상 기준점을 이용하여 조정한 경우와 비교하

였다. 그 결과, 평면위치 정확도는 제안 방법이 가장 우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UCP 탐지방법

으로 RPC 보정을 위한 GPS 현장관측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시하였다. 여기서 여러 개의UCP를 찾아서 RPC 보정용

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위치 결정 정확도는 더욱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시각적인 방법으로 여러 점의UCP를 찾

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지도 검색등과 같은 번거로운

작업이필요하다. 따라서본연구는여러개의UCP를동

시에 탐지하기 위해, 첫 번째UCP는 시각적인 방법으로

직접 독취하고, 나머지UCP들은 자동으로 찾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통합기준점 반자동 탐지방법

본 연구는 UCP를 찾기 위해, 특징점 추출에 의한 방

법과 두 지점간 방향각과 거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접근

하였다. UCP 탐지를위한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특징점 추출에 의한 UCP 탐지

처음에는UCP들 중 조서에 포함된 사진과 포털사이

트를 활용하여 공중에서 식별이 가능하고, 주변에 장애

물이 없는 한 점 UCP의 영상좌표를 독취하였다(Ahn et

al., 2014). 독취한UCP를 특징점 추출을 위한 기준UCP

로 정하고, 이 UCP 조서의 지상좌표와 제공 RPC를

RFM(Rational Function Model)(식 1)에 입력하여 영상좌

표를 계산하고, 앞에서 독취한 영상좌표와의 차이(식 2)

를 구하였다.

    
_
L = × line scale + line offset

    

_
S = × sample scale + sample offset    

(1)

여기서, RPC1…RPC4: KOMPSAT-3 메타자료에서 제공

되는 RPC

λ = (longitude-longitude offset)/longitude scale

φ = (latitude-latitude offset)/latitude scale

H = (height-height offset)/height scale

P(λφH) = [1λφHλφλHφHλ 2φ 2H 2φλHλ 3λφ 2λH 2λ 2

φφ 3φH 2λ 2Hφ 2HH 3] T

_
L

_
S: 기준 UCP의 지상좌표, 제공 RPC로부터 계산된

라인과 샘플좌표

                      L _
_
L = ∆L’, S _

_
S = ∆S’                       (2)

여기서, L,S: 기준UCP에서독취한라인과샘플영상좌표_
L, 

_
S: 기준UCP의 영상좌표 오차

그리고 기준 UCP로부터 구한 , 를 RPC와 UCP의 지

상좌표로부터 계산된 모든 가상 UCP 영상좌표에 감하

RPC1·P(λφH)
RPC2·P(λφH)

RPC3·P(λφH)
RPC4·P(λφ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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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ape of the UCP (left: bench mark shape, right: radial shape).

Fig. 2. Interest points by one of the point-extraction methods
(center is primary UCPs location by the Eq. 2).



거나 더하여 UCP의 위치를 수정하였다. 이는 제공

KOMPSAT-3 RPC의 영상좌표 오차는 한 영상에서 일정

한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는 기존연구 결과에 근거 하였

다(Lee et al., 2013).

마지막으로, 앞에서 수정된 UCP의 영상좌표 또한 2

화소 정도의 오차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영상좌

표를 구하기 위해, 수정된UCP 영상좌표를 중심으로 10

화소×10화소 정도 내에서 특징점 추출 연산자를 적용

하였다(Fig. 2). 사용된 특징점 추출 연산자로는 FAST,

Harris, Shi&Tomasi, SURF, MSER, KP Harris, BRISK,

SUSAN, SIFT, Moravec을적용하였다. 이방법들은MATLAB

툴박스에서 구현이 가능하거나 기존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들을 위주로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2) 거리와 방향각을 이용한 UCP 탐지

RPC로 구한 가상 UCP간의 영상거리와 방향각을 이

용하여UCP를 탐지하였다. 이는 제공되는 RPC와UCP

의 지상좌표를 이용하여 계산된 영상좌표는 일정한 오

차를 가진다는 것에 착안하였다. 그렇다면 독취한UCP

간 영상거리, 방향각은 RPC로부터 계산된UCP 간 영상

거리, 방향각과거의같은결과를가질수있다(Fig. 3). 따

라서 앞에서 독취한 기준UCP 1번으로부터UCP 2번의

영상좌표는 식(3)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Lucp2 = Lucp1 + D_
12 × cos(Az_

12)                   (3)
                  Sucp2 = Sucp1 + D_

12 × sin(Az_
12)

여기서, Lucp1, Sucp1: 독취한 기준 UCP 1번의 라인, 샘플

영상좌표

D_
12: RPC로구한기준 UCP 1번과 UCP 2번간의거리

(=    (
_
Lucp2

__Lucp1)2 + (
_
Sucp2

__Sucp1)2)

Az_
12 : RPC로 구한 기준 UCP 1번과 UCP 2번간의 방

향각(= tan_1 ( ))

Lucp2, Sucp2: 기준 UCP 1번의 영상좌표, D_
12, Az_

12로부터

계산된 UCP 2번의 영상좌표

따라서 UCP 2번부터 영상에 포함된 모든 UCP의 영

상좌표는 식(3)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계산된UCP의 영

상좌표를 이용하여 RPC Affine 보정계수(식 4)를 구할

수 있다.

                 ∆Li = a1 + a2·Lucpi + a3·Sucpi                  
(4)

                 ∆Si = b1 + b2·Lucpi + b3·Sucpi

여기서, ∆Li, ∆Si: 식(3)의UCP로구한RPC의 (=2~n)번째

의 라인, 샘플 보정량

Lucpi, Sucpi: 식(3)으로 구한 UCP i번째의 라인, 샘플 영상

좌표

a1, a2, a3, b1, a2, a3, : RPC 오차 보정을 위한 affine 변환

계수

한편 식(3)을 식(4)에 대입하면 식(5)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독취한 기준 UCP 1번으로부터 식(3)을 이용하

여 UCP의 영상좌표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식(5)으로

RPC 보정계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다.

  ∆Li = a1 + a2·[Lucp(i _ 1) + D
_
(i _ 1, i) × cos(Az_(i _ 1, i))]

        + a3·[Sucp(i _ 1) + D
_
(i _ 1, i) × sin(Az_(i _ 1, i))]          

(5)
  ∆Si = b1 + b2·[Lucp(i _ 1) + D

_
(i _ 1, i) × cos(Az_(i _ 1, i))]

        + b3·[Sucp(i _ 1) + D
_
(i _ 1, i) × sin(Az_(i _ 1, i))]

3. 적용실험과 결과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영상자료는 전남 담양군과 경남 양

산시 일대를 중복 촬영한 KOMPSAT-3 위성영상이다

_
Lucp2

__Lucp1_
Sucp2

__Sucp1

Korean Journal of Remote Sensing, Vol.30, No.6, 2014

–832–

Fig. 3. Traverse and image-coordinate error-vectors of the
UCPs on the KOMPSAT-3 first image in the Damyang
(left: the measured points, right: the computed points by
the vendor-provided RPC).



(Fig. 4 and Fig. 5). 담양군 영상의 경우 각각 다른 날짜와

궤도에서 관측 수집된 3개의 중복영상이며, 양산시 영

상은 동일궤도에서 촬영된 스테레오 영상이다(Table 1).

이 중 담양군의 세 번째 영상은 옅은 구름이 포함되어 있

다. 담양군영상으로는특징점추출방법, 거리와방향각

방법을 적용하여UCP를 탐지하고, 두 방법을 비교하였

다 . 그리고 양산시 영상에서는 UCP 한 점(Fig. 8의

UYS14)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은 식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현장관측에 의한 GPS 지점을 대상으로 거리와

방향각 방법만을 적용한 후, 그 성능을 평가하였다.

1) 특징점 추출에 의한 UCP 탐지

특징점 추출에 의한UCP 탐지 실험은 담양군 영상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 지역 영상에는UCP는 총 12개

가포함되어있었으나눈으로식별이가능한지점은 7개

지점이다. 이중 포털사이트 활용에 의한 검색과 영상에

서Cubic convolution 리샘플링 방법에 의한 식별을 통해

정확한 영상좌표를 취득했다고 판단된U0859를 특징점

추출을 위한 기준UCP로 정하였다(Fig. 6).

앞에서 제시한 식(1, 2)으로부터 기준 UCP의 ∆L’,

∆S’를 이용하여 나머지 UCP의 위치를 수정하였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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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irst(left), second(middle) and third image(right) obtained from KOMPSAT-3 in the Damyang.

Fig. 5. First(left) and second image(right) obtained from KOMPSAT-3, GPS points in the Yangsan.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Damyang KOMPSAT-3 satellite image

Image
Damyang image Yangsan image

First image Second image Third image First image Second image
Acquisition date 2013-03-15 2013-04-12 2013-05-23 2013-01-15

Image size 24060×22476
pixels

24060×22376
pixels

24060×21288
pixels

24060×18301
pixels

24060×18789
pixels

GSD 0.71 m 0.71 m 0.73 m 0.86 m 0.85 m
Focal length 8.562 m

Altitude 689 kilometer 
Datum/Map projection WGS84/UTM

Image level 1R



정된 UCP 위치를 중심으로 10화소×10화소 내에서 특

징점 추출 연산자를 적용한 후, 그 중심으로부터 2화소

차 이내에 들어오는 점들만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식(1, 2)을 이용하여 계산된 위치는 실제 UCP와 2

화소 차 이내이기 때문이다(Ahn et al., 2014). Fig. 7은KP

Harris 방법으로 추출된 기준 UCP의 특징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Fig. 8은 추출한 점들 중, 2 화소 차 이내

에 들어오는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UCP를 찾

아내기 위한 특징 점은 한 개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수

정된 UCP 주변으로 여러 개의 특징점이 추출되더라도

단 하나의 특징점만 적용하였다.

Fig. 8에서 각 2화소 오차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U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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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Number of interest points within 2 pixels deviation from pseudo UCPs by the methods.

Fig. 6. UCPs in the Damyang images(circle: U0859) by using NGII website(left), U0859 in first image(middle) and zoomed in the
resampled U0859 by the cubic convolution(right).

Fig. 7. Interest points of the first image(a), second image(b) and third image(c) by the KP Harris.



의 분포를 살펴보면 KP Harris 방법이 가장 많은UCP를

탐지하였으며, 탐지한UCP 또한 다른 연산자에 비해 골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Fig. 8의 결과

를 기준으로 특징점 연산자들 중 KP Harris의 결과가 가

장우수하다고판단된다. 결국탐지한UCP 중눈으로독

취한 기준 UCP 1번을 제외하면, 첫 번째 영상에서는

UCP 4번, UCP 5번 지점, 두 번째 영상에서는UCP 3번,

UCP 4번, UCP 6번, UCP 7번, 세 번째 영상에서는UCP

3번만 탐지되었다. 특히 세 번째 영상은 옅은 구름으로

인하여 특징점 추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는 영상처리 프로그램에서 정밀하게 독취한UCP 영상

좌표를 기준으로 KP Harris로 찾은 UCP 영상좌표의 거

리오차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에서보는바와같이, 각영상별로거리오차 0.7,

1.4, 2.2 화소의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특징점 추출 연산

자를 이용한 경우,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UCP에 대해서

도 탐지가 되지 않는 곳이 많았다. 특히 첫 번째와 세 번

째 영상은 두 지점이하로 탐지되었기 때문에 식(4)을 이

용한 RPC 보정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 거리와 방향각을 이용한 UCP 탐지

거리·방향각을 이용한UCP 탐지 실험은 담양군과 양

산시 영상 모두 이용하였다. 먼저 담양군 영상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식(3)을 이용하여 나머지 6점에 대한 영

상좌표를 구하였으며, 이를 독취한 영상좌표와 비교하

였다(Table 3). 그 결과, 전체적으로 2화소 내외의 거리오

차를 보였으며, 구름영향이 있는 세 번째 영상의 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특징점 추출에 의한 결과

(Table 2)에 비해 수치적으로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나

특징점 추출 방법은 기본적으로UCP 탐지가 안 된 지점

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가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장애물이 없고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지점일 경우,

담양군결과를기준으로모든UCP 탐지가가능한거리·

방향각 활용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양산시 영상의 경우, UCP 15개 중 UYS14만 식별이

가능하였기 때문에(Fig. 9) UYS 14를 기준 UCP로 정한

후, 14개의 GPS 측정 지점을 대상으로 거리·방향각 방

법(식 3)으로 영상좌표를 구하였다(Table 4). 그 결과,

RMSE는 담양군 결과와 거의 유사한 반면 최대오차는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다.

RPC 보정을 위한 실험은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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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UCPs in the Yangsan images(circle: UYS14) by using NGII website(left), UYS14 in first image(middle) and zoomed in the
resampled UYS14 by the cubic convolution(right).

Table 2. Distance errors of UCP image coordinates by the KP
Harris(unit: pixels)

Errors First image
(2 points)

Second image
(4 points)

Third image
(1 points)

RMSE 0.7 1.4 2.2
Max. error 1.0 2.1 2.2

Table 3. Distance errors of UCP image coordinates detected by
the distance-bearing of Damyang images (unit: pixels)

Errors First image
(6 points)

Second image
(6 points)

Third image
(6 points)

RMSE 1.1 1.2 1.5
Max. error 2.2 2.5 3.8

Table 4. Distance errors of image coordinates of GPS location
detected by the distance-bearing of Yangsan images
(unit: pixels)

Errors First image(14 points) Second image(14 points)
RMSE 1.4 1.2

Max. error 3.5 2.6



하였다. 첫 번째는 식 (3)으로 찾은GPS 지점 중 6점의 영

상좌표와 기준 UCP의 영상좌표를 이용하여 식(4)으로

RPC 보정계수를구한경우(Case 1), 두번째는기준UCP

를 이용하여 식(2)으로부터 RPC 편위량(shift)만을 구한

경우(Case 2), 세 번째는 직접 측정한 GPS 6점의 영상좌

표를 이용하여 식(4)로 RPC 보정계수를 구한 경우(Case

3)이다. 그리고 각각의Case별로 나머지 8개GPS 지점의

영상좌표와 지상좌표를 구하고 이를 직접 측정한 좌표

와 비교하였다(Table 5 and Table 6).

Table 5에서, 첫번째영상의경우Case 1과Case 2의정

확도는 같고, Case 3이 가장 우수하였다. 두 번째 영상에

서는 Case 1과 Case 3의 정확도가 거의 같은 반면 Case 2

의 정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6에서, 평면위치

정확도는 Case 1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높이 정확도는

Case 3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본

실험 대상지역에서는 Case 1, 2, 3의 적용방법이 1 화소

이내 또는 1 m 이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Case 2와 같이 RPC 보정을 위해 한 점의 UCP만을 활용

할 경우, 영상 전반에 걸친 영상보정이 어려울 수 있고,

산악지역과 같은 기복이 심한 지역에서는 실험결과 이

상의 오차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영상에

한해서 Case 1과 같이 거리·방향각 적용방법으로 다수

의 UCP 확보를 통해 보다 정확한 RPC 보정이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UCP의 지상좌표 위치 정

확도는 ±3 cm 내외이기 때문에 제공 RPC의 오차가 일

정하고UCP가 비슷한 높이에 설치되었다면, 제공 RPC

와 UCP 지상좌표로부터 계산된 UCP 간의 영상거리와

방향은 실제 눈으로 독취한UCP 간의 경우와 비슷하거

나 오히려 더 정확할 수 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

서 이 방법을 좀 더 보완한다면 현장관측에 의한 지상기

준점 획득 방법보다 정확하거나 유사한 RPC 보정이 이

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를 통해 영상

기준점 확보를 위한 현장관측을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결 론

본 연구는KOMPSAT-3 위성영상에서UCP를 반자동

으로 탐지하기 위해, 특징점 추출 방법과 거리·방향각

적용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특징점 추

출방법에비해거리·방향각적용방법이UCP 탐지를위

해더욱효율적이고, 정확하였다. 이방법을통해다수의

UCP 영상좌표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UCP 한

점만 적용한 경우, 다수의GPS 기준점을 적용하여 RPC

를 보정한 경우와 비교한 결과, 평면위치 정확도는 제안

방법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높이 정확도 또한GPS 측량

방법에 비해 1 m 이내의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거리·방

향각으로 계산된 UCP 영상좌표간의 거리와 방향은 눈

으로 독취한UCP 영상좌표 간 경우보다 정확할 수 있으

므로 이 방법을 좀 더 보완한다면 현장관측에 의한 지상

기준점 획득 방법보다 정확한 RPC 보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을것으로판단한다. 결국본연구에서제안한UCP 탐

지방법으로 RPC 보정을 위한 현장관측을 대체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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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tance errors of image coordinates by the RPC adjustment using each of case in Yangsan images(unit: pixels)

Errors
First image Second image

Case 1 Case 2 Case 3 Case 1 Case 2 Case 3
RMSE 1.3 1.3 1.0 1.0 1.3 1.1

Max. error 2.0 2.0 1.5 1.6 1.7 1.6

Table 6. Ground coordinate errors by the RPC adjustment using each of case in Yangsan images(unit: meters)
Errors Case 1 Case 2 Case 3

Horizontal coordinate
RMSE 0.56 0.63 0.86

Max. error 0.86 0.92 1.00

Height
RMSE 0.94 0.94 0.42

Max. error 1.34 1.34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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