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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modelling image strips, instead of individual
scenes, that have been acquired from the same orbital pass through the process of bundle adjustments.
Under this approach, First, a rational function model (RFM) of the strip image is generated from the RFMs
of individual images, such that the entire strip of images can be treated as a single image. Correction
parameters are calculated through bundle adjustments between strip images. For the experiment, we used
two stereo strips. Each strip image consists of three KOMPSAT-3A scenes.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it was possible to improve the initial model by using the control points located in a specific region of
the strip. We showed that absolute orientation with moderate accuracy of 2 m errors were achieved from
12 ground control points for the three-image strips. The test results indicate that bundle adjustment of strip
images could be more efficient than bundle adjustments of the individual scenes.
Key Words : Bundle adjustment, Rational function model, KOMPSAT-3A, strip image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번들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GCP의 수를 줄이기 위해 동일궤도 상의 개별 영상 대신

스트립을 스트립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일 궤도상에 존재하는 각 개별영상

의RFM(Rational function model)으로부터 스트립에 대한RFM을 생성하였다. 다음으로, 생성된 스트립 이미지 간

의 번들 조정을 통해 모델 보정계수를 산출하였다. 실험을 위해 각 3개의 Scene 영상으로 구성된KOMPSAT-3A

스테레오 스트립을 사용하였다. 실험을 통해 스트립의 특정지역에 위치한 기준점만을 사용하여 초기모델 개선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12개의 지상기준점을 사용한 스트립 번들조정 수행 결과 수평·수직 방향으로 약

2 m의 3차원 위치 결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단일 영상 기반 번들조정보다 스트립 번들조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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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는 정사 영상, 디지털

고도 모델, 수치지도 등과 같은 정확한 지형 정보를 생

성하기 위한 주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와 같은

최종 산출물들의 정확도는 사용한 위성영상의 기하 정

확도에 의해 결정된다. 초기 센서 모델의 경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기하학적 오차가 존재하며, 위성 영상의

기하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 수의 지

상기준점을 사용하여 영상화소의 관측벡터가 해당 영

상화소의 지상좌표에 잘 부합하도록 영상의 외부표정

요소를 조정하는 번들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번들조

정 과정은 센서모델의 종류와 요구 정확도에 따라 각 이

미지에대해일정수의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GCP)들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번들조정 과정에서 많은 수의 기준점을

사용하면 위치 정확도는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정확도의 위치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측량에 의해서 취

득된 많은 수의 기준점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대단위 지역의 번

들 조정 시, 각 영상마다 지상기준점을 사용하여 번들

조정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필요한 지상기준점의 개수가

너무 많이 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촬영 대상

지역 특성에 따라 지상기준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일 영상이 아

닌 전체 스트립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었다. Kim et al.(2007)은 사진측량에서 주로 사

용되는 공선조건식을 변형한 위치-오일러각 모델과 인

공위성의 궤도좌표계 및 실제 인공위성의 자세값을 나

타내는 각을 모델 파라미터로 사용하는 궤도-자세각 모

델 및 미지수조합 시험을 통해 궤도-자세각 모델과 자

세각에 대한 변위만을 고려한 모델이 궤도모델링을 위

한최적의조합임을보였다. Kim et al.(2008)는특정 Scene

에 존재하는 GCP만을 사용하여 연속된 궤도 스트립에

대한 모델 수립이 가능함을 보였다. Rottensteiner et al.

(2009)는 스트립에 대한 물리적 센서모델을 수립하고

번들조정을 적용하여 단일 영상 기반 블록조정의 경우

보다 사용되는GCP수를 최대 90%까지 감소시켰으며,

스트립 번들조정을 통해 1pixel 이내의 정확도 획득이

가능함을 보였다. Fraser and Ravanbakhsh(2011)는ALOS

영상을 사용하여 1500 km 길이의 스트립 모델을 생성

하고 4개의 GCP를 사용하여 스트립 번들조정을 수행

한 결과 sub pixel수준의 정확도를 얻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물리적 센서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물리적 파라미터가 제

공되지 않는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성영상의 센서

모델로 제공되는 RFM에 기반하여 동일 궤도상에 존재

하는 각 Scene영상들로부터 스트립 영상의RFM을 구성

하고 스트립 간 번들조정을 통해 전체 스트립을 모델링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스트립 번

들조정의 좌표계 변환, 스트립 RPC(Rational polynomial

coefficient) 추정 그리고 번들조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3장에서는 실험 데이터에 대한 설명 및 실험 결과, 4장

에는 결론을 다룬다.

2. 스트립 번들조정

일반적으로 위성영상은 Scene 단위 영상의 형태로

제공되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스트립 번들조정을

적용하기 위해 먼저, 각 단일영상의 좌표를 통일된 스

트립 영상좌표계 상의 영상좌표로 변환하는 과정을 수

행한다. 두 번째로 동일 궤도상에 존재하는 단일 영상

모델들로부터 스트립 영상 모델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스트립 간 번들조정을 수행하게 된다. Fig.

1는 본 연구의 순서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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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this study.

KOMPSAT-3A Scene images, RPC files



Convert image coordinates to Strip image coordinates



Estimate Strip RPCs

Strip bundle adjustment


Image / object space err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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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트립 영상 좌표계로의 변환

동일 궤도상에 존재하는 단일 영상들로부터 하나의

스트립 영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일 영상의 영상좌

표를 스트립 영상 좌표계의 영상좌표로 변환하는 과정

을 수행해야한다. 스트립 영상 좌표계로의 변환은 인접

영상과의 중복영역의 길이를 기반으로 계산될 수 있다.

Fig. 2는 단일영상의 영상좌표를 스트립 좌표계 상 영상

좌표로 구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영상 간의 중복영역의 길이는 두 영상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특징점(Tiepoint)들을 사용하며, 아래 수식 (1)

을 통해 단일 영상의 영상좌표를 스트립 좌표계 상 영

상좌표로 변환할 수 있다.

cstrip = cscenei                                                              (1)rstrip = rscenei + ∑i
j=o lj – ∑i

j=o oj

여기서 cscenei, rscenei는 i번째 영상의 column, row 좌표

이며, cstrip, rstrip은 스트립 좌표계 상 영상좌표, li는 i번째

영상의 row 방향 길이, oi는 i번째 영상 중복영역의 길이

를 나타낸다.

2) 스트립 RPC 생성

RFM의 모델 파라미터인 RPC는 다수의 영상기준점

(c, r)과 이에 대응하는 지상기준점(X, Y, Z)들을 관측 자

료로 사용하여, 최소제곱법과 반복계산을 통해 산출할

수 있다.

대표적인 RPC 생성방식은 지상기준점 생성방식에

따라 Terrain-independent방식과 Terrain-dependent방식

으로 구분할 수 있다. Terrain-independent 방식은 DEM

이나 수치지도 등 부가적인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영상

센서모델로부터 가상의 지상기준점들을 생성하여

RPC를 산출하기 위한 관측자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Terrain-independent 방식을 통한 RPC 산출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상 영역 전체에 걸쳐 영상점(c, r)들을 고르

게 분포시킨다. 다음으로 영상점들에 대응하는 지상좌

표(X, Y, Z)들을 산출한다. 이 과정에서는 영상에 포함

되는 대상지역의 지형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최소(Zmin),

최대(Zmax) 높이 구간을 설정하고 해당 구간을 3개 이상

의 높이 층(Z1, Z2, Z3)으로 분할한 뒤, 영상점(c, r)과 높

이(Zi)를 입력값으로 하여 센서모델을 통해 이에 대응되

는 평면좌표(Xi, Yi)를 산출하게 된다. Terrain-dependent

방식은DEM이나 수치지도 등을 통해 촬영지역의 실제

지상좌표(X, Y, Z)가 제공될 경우 영상점(c, r)들에 대응

하는 실제 지상좌표들을 관측자료로 사용하여 RPC를

추정하는 방식이다(Tao and Hu, 2001). 본 실험에서는

스트립 영상의 RPC 산출을 위해 가상의 지상기준점들

을 사용하는 Terrain-independent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Fig. 3과 같이 전체 스트립 영역에 대하여 균일하게 영

상기준점들을 배치하고 이에 대응하는 지상기준점들

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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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saicking adjacent scene images.

Fig. 3.  Schematic of the 3D control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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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립 번들조정

본 실험에 사용한 RFM 기반 번들조정식은 다음 (2)

와 같으며, 최소제곱법과 반복계산을 통해 RFM 보정

모델의 계수들을 산출한다 (Grodecki and Dial, 2003).

ck = Δc + ck– + vc                                                      (2)rk = Δr + rk– + vr

여기서 ck, rk는 k번째 기준점의 column, row 좌표이

며, Δc, Δr는 RFM의 column, row방향으로의 모델 보정

치이다. ck–과 rk–는 RFM과 k번째 기준점의 지상좌표로

산출된 영상좌표를 나타내며, vc, vr는 각 column, row방

향으로의 잔차를 나타낸다. 본 실험에서 적용한 RFM

보정모델은 KOMPSAT-3 영상을 사용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 수식과 같이 affine model 형태의 1차 다

항식 모델을 사용하였다(Jeong and Kim, 2014).

Δr = a0 + ar·rk + ac·ck                                       (3)Δc = b0 + br·rk + bc·ck

여기서 a0는 위성의 진행 방향 오차, pitch 회전의 자

세오차, 주점과 센서 위치의 row방향오차를 포함하며,

b0는 위성의 진행 수직방향 오차, roll 회전의 자세오차,

column 방향으로 발생하는 주점 및 센서 위치 오차를

포함한다. ac, bc는 방사방향의 오차 및 초점거리와 렌즈

왜곡과 같은 내부표정오차를 포함하며, ar과 br는 영상

촬영 시 발생하는 gyro drift를 포함한다.

3. 실험자료 및 결과

1) 실험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트립 영상 번들조정을 위해 2017년

10월 21일과 2017년 11월 9일에 전라북도 김제시 일대

(지상면적 약 43 km×18 km)를 대상으로 촬영한 동일궤

도상의KOMPSAT-3A스테레오 스트립 영상을 사용하

였다. 각각의 스트립 영상은 3개의 단일영상으로 구성

되며 Table 1와 2는 실험에 사용한 영상과 그 속성을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는KOMPSAT-3A영상의 센서모델 수립

및 기하 정확도 평가를 위해 국토정보맵(http://map.

ngii.go.kr)에서 제공하는 통합기준점 자료를 활용하였

다. 기준점에 대한 영상좌표는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동 독취 하였으며, 총 37점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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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OMPSAT-3A images used in this study (left strip)

Image ID Left-Top Left-Center Left-Bottom

thumbnail

Product level Level1R
Spectral mode Panchromatic
Focal Length 8.562 m
Orbit number 14209

Acquisition date 2017.10.21
GSD (Column / Row) 0.620 m / 0.647 m

Image size 
(Column × Row) 24060 × 20440

Scene Center 
(latitude / longitude)

35.827061090°/
126.832337142°

35.712915236°/
126.861971075°

35.598823386°/
126.891695237°

Tilting Pitch angle -18.624452020° -18.614442682° -18.603298159°
Altitude 537.482 km 537.452 km 537.421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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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M 기반 궤도모델링 가능성 검증을 위해 총 6가지

모델점 배치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실험

에 대한 모델점의 배치는 아래 Table 3와 같다. Case-1, 2,

3은 특정영역의 기준점만을 사용하여 전체 궤도모델링

이 가능한지 실험하기 위해 각각 스트립의 상단, 중앙,

하단에서 6개의 모델점을 추출하여 사용한 경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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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OMPSAT-3A images used in this study (right strip)

Image ID Left-Top Left-Center Left-Bottom

thumbnail

Product level Level1R
Spectral mode Panchromatic
Focal Length 8.562 m
Orbit number 14496

Acquisition date 2017.11.09
GSD (Column / Row) 0.727 m / 0.706 m

Image size 
(Column × Row) 24060 × 18720

Scene Center
(Lat / Lon)

35.847355141°/
126.842533245°

35.733593069°/
126.876910480°

35.619894372°/
126.911196226°

Tilting Pitch angle -19.021185877° -19.023087567° -19.025051459°
Altitude 540.377 km 540.359 km 540.341 km

Table 3.  Distribution of the model points

Case-1 Case-2 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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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4는 스트립의 상단, 중앙, 하단에서 각 2개의 모델

점을 추출하여 사용한 경우로 Case-1, 2, 3의 결과와 비

교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스트립 번들조정을 통해 필요 기준점 수량

감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영역에

서 9개의 기준점(Case-5), 12개의 기준점(Case-6)을 모델

점으로 사용하여 스트립 번들조정을 수행하였으며 각

영상마다 6개의 기준점을 사용한 단일영상 번들조정과

결과를 비교하였다.

2) 초기모델 정확도 분석

KOMPSAT-3A단일영상의 초기 위치 정확도 분석을

위해, 위성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RPC파일을 이용하여

각 단일영상의 초기 센서모델을 수립하고 위치오차 분

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센서모델 수립은 별도의 모델점

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취득한 37개 기준점을 모두

검사점으로 사용하였다. 초기 센서모델에서 발생하는

오차 분석을 위해 Table 4에 각 영상별로 영상 좌표 및

수평 위치에 대한 평균 제곱근 오차 (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제시하였다. Table 5에는 KOMPSAT-

3A 영상으로부터 산출된 3차원 위치 정확도 산출 결과

를 나타내었다. 3차원 위치 정확도 산출을 위해 스트립

의 상단, 중앙, 하단에 해당하는 좌, 우 영상들로 스테레

오 모델을 수립하고, 각 스테레오 영상에서 동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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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Case-4 Case-5 Case-6

Table 4.  The geolocation accuracy of the initial scene models

Initial sensor model accuracy (RMSE)
Image space (pixel) Object space (m)

Column Row Magnitude X Y Magnitude
Left-Top 35.5 8.9 36.6 22.253 1.918 22.335

Left-Center 33.7 2.6 33.8 20.485 4.106 20.892
Left-Bottom 26.1 11.1 28.4 14.352 11.217 18.142
Right-Top 15.2 6.2 16.4 11.868 3.847 12.476

Right-Center 17.4 6.4 18.6 13.606 3.898 14.153
Right-Bottom 17.2 6.9 18.6 13.574 4.233 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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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되는 동일 지상점에 대한 좌, 우 영상점으로부터 3차

원 위치를 계산한 뒤, 실제 기준점의 지상좌표와의 차

이를 계산하였다 . 정확도 산출 결과를 확인해보면

KOMPSAT-3A 각 영상에서 영상 내의 위치 오차들의

크기와 방향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왼쪽 스트립의 경우 영상 간의 차이가 존재

하나 대략 20 m의 수평위치 오차를 보였다. 오른쪽 스트

립은 15 m내외의 수평 위치오차를 보였으며, 전체적으

로 왼쪽 스트립 보다 오른쪽 스트립의 정확도가 높게 나

타났다. 3차원 위치 정확도의 경우 X방향으로 12~20 m,

Y방향으로 7 m 이내, Z방향으로 4~15 m내외의 위치 결

정이 가능하였으며, Left-Top과 Right-Top 스테레오 조

합에서 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단일영상 번들조정 정확도 분석

이번에는스트립번들조정결과와의비교분석을위해,

GCP를 이용하여 기하보정된KOMPSAT-3A영상의 모

델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정밀 기하수립을 위해 각 영

상에 포함되는 6개의 기준점을 사용하였으며, 모델점으

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기준점들을 검사점으로 활용

하여 위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Table 6은 모델점 및 검

사점에 대한 영상좌표 오차를 나타낸다. 정밀 기하보정

된KOMPSAT-3A단일영상의 경우 영상 내에서 모델점

에 대하여 약 2 pixel정도의 오차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

었으며, 검사점에 대하여 약 4 pixel내외의 오차를 가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하보정된 KOMPSAT-3A

영상의 3차원 위치 결정 정확도는 Table 7와 같으며 모

델점에 대하여X방향으로 1.7 m, Y방향으로 1 m내외, Z

방향으로 1~2.7 m내외의 위치결정이 가능하였고, 모델

점에 대하여X방향으로 1~2.3 m, Y방향으로 2 m내외, Z

방향으로 1~3.5 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스트립 RPC 추정 정확도 분석

스트립 영상의 RPC 추정을 위해 861개의 영상기준

점(Column, Row)을 스트립 전 구간에 걸쳐 고르게 분포

하도록 설정하였으며, 각 단일영상에 기록된 최초, 최대

높이 구간을 5개의 높이 레이어 층으로 분할하여,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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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3D geopositioning accuracy of KOMPSAT-3A stereo images

Stereo Set X (m) Y (m) Z (m)
Left-Top + Right-Top 19.588 7.455 15.332

Left-Center + Right-Center 17.788 2.317 6.566
Left-Bottom + Right-Bottom 12.604 5.190 4.372

Table 6.  The image space accuracy of the KOMPSAT-3A images after bundle adjustment of individual images

Image space accuracy (pixel)
Model point Accuracy (RMSE) Check Point Accuracy (RMSE)

Column Row Magnitude Column Row Magnitude
Left-Top 2.0 1.5 2.5 2.817 1.956 3.429

Left-Center 1.5 0.6 1.6 1.966 0.786 2.117
Left-Bottom 1.4 0.7 1.6 3.569 2.311 4.252
Right-Top 2.5 1.5 2.9 3.459 2.663 4.366

Right-Center 1.4 0.4 1.4 1.161 1.805 2.146
Right-Bottom 1.1 0.3 1.1 2.002 2.380 3.110

Table 7.  The 3D positioning accuracy after bundle adjustment of individual images

Model Point Accuracy (RMSE) Check Point Accuracy (RMSE)
Stereo Set X (m) Y (m) Z (m) X (m) Y (m) Z (m)

Left-Top + Right-Top 1.5427 0.7487 1.4204 2.2514 2.3187 3.5320
Left-Center + Right-Center 0.7467 0.2556 1.1304 1.0110 0.8448 1.7346

Left-Bottom + Right-Bottom 0.6737 0.4477 0.4591 1.7802 1.2253 2.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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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에 대응하는 가상 지상기준점(X1:5, Y1:5, X1:5)들을

생성하였다. 각 스트립 별로 4,305개의 가상 기준점들을

사용하여 스트립 영상의 RPC를 산출하였고, 861개 기

준점 대한 영상공간에서의 모델 잔차를 Table 8에 정량

적으로 나타내었다. Fig. 4는 RPC 추정 후 발생한 오차

의 패턴을 식별하기 위해 영상 공간상에서 발생한 오차

를 영상 면적에 대비하여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RPC

산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왼쪽 스트립에서 0.5 pixel의

평균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영상 하단 및 외각 지역에서

1 pixel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오른쪽 스트립의 경

우 0.3 pixel의 평균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스트립 영상

상단과 외각 지역에서 1 pixel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정 정확도 산출 결과를 종합해보

면 생성된 스트립 모델이 단일영상 모델과 약간의 차이

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1 pixel이하의 차이를 보였다.

추가로GCP를 이용하여 생성된 스트립 모델의 위치

정확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치 정확도 분석을 위해 단

일영상 초기모델 분석과 동일하게 가용한 37개의 GCP

를 모두 사용하였고, 생성된 스트립 모델의 영상 및 3차

원 공간상 오차를 Table 9와 Table 10에 정량적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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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PC fitting error

Left strip (pixel) Right strip (pixel)
Column Row Magnitude Column Row Magnitude

Minimum error 0.0004 0.0001 0.0079 0.0018 0.0006 0.0379
Maximum error 1.9701 1.8344 1.9807 1.9038 0.9311 1.9209

Mean error 0.3999 0.1856 0.5003 0.2172 0.1586 0.2967

Fig. 4.  Illustration of RPC fitting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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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앞선 과정에서 산출한 단일 영상의 초기모델 정

확도 산출 결과와 비교할 때 왼쪽 스트립 영상의 경우

상단, 중앙, 하단 영역에서의 영상좌표 오차 및 수평위

치 오차가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오른쪽 스

트립의 경우 상단과 중앙영역에서의 오차가 소폭 감소

하였고, 하단 영역에서의 영상좌표 오차 0.1 pixel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스트립 영상 모두에

서 단일영상과 발생한 오차의 크기는 차이가 있으나 오

차 발생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PC 추정 잔차 분석과 생성된 스트립 모델 정확도

분석을 통해 동일궤도 상에 존재하는 단일영상의 RFM

들로부터 스트립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스트립 번들조정 정확도 분석

본 절에서는 동일궤도상에 존재하는 영상들의 궤도

모델링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KOMPSAT-3A스트립

영상의 번들조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단(Case-1), 중앙

(Case-2), 하단(Case-3) 그리고 전체 영역에 고르게 분포

(Case-4)하는 4가지 경우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각 6개의 모델점을 사용하였다. 기하보정된 스트립

모델의 위치 정확도 검증을 위해 모델점에 대한 정확도

와 31개의 검사점에 대한 위치 정확도를 산출하였다.

Table 11과 12는 모델점에 대한 오차를 RMSE로 나타

내었다. 모델점에 대하여 영상 내에서 약 2 pixel정도의

모델 오차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수평 공간상에

서 1.5 m의 위치 오차가 발생하였다. 모델점에 대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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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geolocation accuracy of the KOMPSAT-3A stirp images

Initial strip model accuracy (RMSE)
Image space (pixel) Object space (m)

Column Row Magnitude X Y Magnitude
Left-Top 35.5 8.7 36.5 22.226 1.896 22.306

Left-Center 33.6 2.6 33.7 20.384 4.121 20.797
Left-Bottom 26.2 11.0 28.4 14.396 11.122 18.192
Right-Top 14.7 6.6 16.1 11.565 4.144 12.285

Right-Center 17.4 6.3 18.5 13.544 3.832 14.076
Right-Bottom 17.5 6.4 18.7 13.711 3.834 14.237

Table 10.  The 3D positioning accuracy of KOMPSAT-3A stereo strip

X (m) Y (m) Z (m)
Top 19.294 7.276 14.237

Center 17.601 2.058 6.182
Bottom 11.814 4.617 5.293

Table 11.  The geolocation accuracy after strip bundle adjustment against model points (Case 1 to 4)

Model point accuracy (RMSE)
Image space (pixel) Object space (m)

Column Row Magnitude X Y Magnitude

Case-1
Left 1.9 1.5 2.4 1.243 0.861 1.512

Right 2.1 1.8 2.4 1.026 1.210 1.587

Case-2
Left 1.4 0.6 1.5 0.795 0.523 0.952

Right 1.4 0.3 1.4 1.037 0.182 1.053

Case-3
Left 1.2 0.7 1.4 0.635 0.639 0.901

Right 1.7 1.4 1.7 0.933 2.180 1.362

Case-4
Left 2.2 1.6 2.7 1.328 1.057 1.697

Right 1.5 0.9 1.7 1.116 0.622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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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위치 오차의 경우 각 Case 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

하였으나 X방향으로 0.6~1.9 m, Y방향으로 2.3 m이내,

Z방향으로 1~2.5 m사이의 오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Case별 검사점에 대한 영상 공간 및 수평 위치오

차는 아래 Table 13와 같으며, 검사점에 대한 3차원 위치

정확도를 Table 14와 같이 산출하였다. 영상 일부 영역

에서만 모델점을 추출하여 번들조정을 수행한 Cas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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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The 3D positioning accuracy after strip bundle adjustment (Case 1 to 4)

Model point accuracy (RMSE)
X (m) Y (m) Z (m)

Case-1 1.858 1.556 2.539
Case-2 1.313 2.255 1.067
Case-3 0.590 0.773 1.382
Case-4 1.761 0.917 1.461

Table 13.  The geolocation accuracy after strip bundle adjustment against check points (Case 1 to 4)

Check point accuracy (RMSE)
Left Strip

Image space (pixel) Object spac e (m)
Column Row Magnitude X Y Magnitude

Case-1
Left-Top 2.8 2.0 3.5 3.553 2.170 4.164

Left-Center 9.1 2.3 9.4 5.222 2.911 5.979
Left-Bottom 21.2 5.0 21.8 13.230 1.181 13.282

Case-2
Left-Top 14.0 2.2 14.2 8.494 2.096 8.749

Left-Center 1.7 0.8 1.9 0.993 0.703 1.217
Left-Bottom 17.3 8.8 19.4 11.395 2.887 11.755

Case-3
Left-Top 6.5 2.1 6.8 3.801 1.993 4.292

Left-Center 3.3 4.8 5.8 2.367 2.755 3.632
Left-Bottom 2.6 2.4 3.5 1.413 1.803 2.291

Case-4
Left-Top 6.6 3.1 7.3 3.717 2.818 4.665

Left-Center 4.4 4.2 6.0 2.311 3.214 3.959
Left-Bottom 4.9 2.7 5.6 2.647 2.446 3.604

Right Strip
Image space (pixel) Object space (m)

Column Row Magnitude X Y Magnitude

Case-1
Right-Top 2.4 2.7 3.6 1.623 1.893 2.494

Right-Center 4.2 2.3 4.8 2.983 1.636 3.402
Right-Bottom 4.3 1.6 4.6 3.024 1.154 3.236

Case-2
Right-Top 8.9 2.0 9.1 6.461 1.385 6.608

Right-Center 1.3 1.9 2.3 0.738 1.363 1.550
Right-Bottom 8.7 1.7 8.8 6.199 1.348 6.344

Case-3
Right-Top 4.4 2.2 4.9 3.103 1.550 3.469

Right-Center 2.1 2.0 2.9 1.650 1.339 2.125
Right-Bottom 2.4 0.6 2.5 1.666 0.474 1.733

Case-4
Right-Top 4.4 1.9 4.8 3.209 1.292 3.460

Right-Center 3.5 1.5 3.8 2.722 0.946 2.882
Right-Bottom 3.9 2.9 4.8 2.506 2.082 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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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의 경우 모델링 수행 결과 초기모델에 비하여 영상

상단, 중앙, 하단 영역 모두에서 발생하는 모델오차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모델점이 포함된

영역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모델오차 감소폭

이 적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스트립의 일부영역의 모델점만을 사용한 경우, 하단

영역에서 추출한 모델점을 사용한 Case-3에서 가장 높

은 모델 정확도를 보였으며, 스트립의 상단, 중앙, 하단

에서 각각 2개의 모델점을 추출한 Case-4의 경우, Case-

3에 비하여 다소 큰 오차를 보였으나, 스트립의 상단, 중

앙, 하단 영역에서 비슷한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검사점에 대한 3차원 위치 정확도 산출 결과 스트립

상단에서 모델점을 추출한 Case-1의 경우 영상 중앙에

서 Y방향과 Z방향에 대한 오차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단 영역에서도 Z방향 오차가 증가하였다.

Case-2의 경우 상단 및 중앙에서의 3차원 위치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나, 하단 영역의 경우 Z방향으로 약 3m정도

오차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se-3의 경우 전

구간에서 3차원 위치 결정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스트립 전체 영역에서 모델점을 추출

한 Case-4의 수평 정확도가 Case-3에 비하여 다소 떨어

지나, 수직위치 정확도는 전 구간에서 높게 나타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실험을 통해 스트립의 일부 영역에 포함된 기준점

만을 사용하여 궤도모델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전체 스트립에 걸쳐 기준점을 추출한 Case-4가 가장 높

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이번에는 모델점 수에 따른 스트립 번들조정 정확도

를 확인하기 위해 스트립의 상단, 중앙, 하단 영역에서

각 3개의 모델점을 추출한 Case-5와 4개의 모델점을 추

출한 Case-6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2개의 모델점만을 사용한 Case-4의 결과와 비교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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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The 3D positioning accuracy after strip bundle adjustment (Case 1 to 4)

Check point accuracy (RMSE)
X (m) Y (m) Z (m)

Case-1
Top 3.151 2.689 8.111

Center 7.052 7.728 8.214
Bottom 10.590 4.090 8.588

Case-2
Top 7.769 1.343 4.783

Center 0.854 0.938 1.679
Bottom 10.590 4.090 8.588

Case-3
Top 3.487 3.448 6.773

Center 2.351 2.745 3.580
Bottom 2.063 1.303 2.082

Case-4
Top 4.241 1.326 4.411

Center 2.682 3.101 3.403
Bottom 3.249 1.592 1.352

Table 15.  The geolocation accuracy after strip bundle adjustment against model points (Case 4 to 6)

Model point accuracy (RMSE)
Image space (pixel) Object space (m)

Column Row Magnitude X Y Magnitude

Case-4
Left 2.2 1.6 2.7 1.328 1.057 1.697

Right 1.5 0.9 1.7 1.116 0.622 1.278

Case-5
Left 2.0 1.9 2.8 1.230 1.227 1.737

Right 2.0 1.2 2.3 1.399 0.847 1.635

Case-6
Left 2.0 1.7 2.7 1.302 1.013 1.650

Right 1.7 1.4 2.2 1.124 0.99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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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스트립 번들 조정 후 모델점에 대한 영상

공간 및 수평위치 정확도를 Table 15에 정리하였으며,

모델점에 대한 3차원 위치 정확도를 Table 16과 같이 나

타내었다. 번들조정 결과 Case-5, 6에서 2 pixel정도의 영

상좌표 오차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공간상에서

2 m 이내의 수평위치 오차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3차

원 위치 결정 정확도의 경우X방향으로 2 m, Y방향으로

약 1 m, Z방향으로 1.8 m정도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모델점에 대한 정확도 산출 결과 모델점의 수를 증가

시킨 Case-5와 Case-6에서 왼쪽 스트립의 경우 각 영역

에서 2개의 기준점을 사용한 Case-4와 유사한 정확도를

보였으나 오른쪽 스트립의 경우Case-5와Case-6에서 약

간의 오차 증가를 보였다.

검사점에 대한 영상 및 수평위치 정확도 산출 결과는

Table 17와 같으며, 정확도 산출 결과 9개의 모델점을 사

용한 Case-5의 경우, 좌 우 스트립에서 약 4 pixel내외의

영상 내 오차와 3 m 내외의 수평위치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하였으며, 단일 영상 번들조정과 유사한 모델 정확

도가 나타났다. 12개의 기준점을 사용한 Case-6의 경우

약 3 pixel 정도의 영상 좌표 오차와 2 m의 수평위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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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The 3D positioning accuracy after strip bundle adjustment (Case 4 to 6)

Model point accuracy(RMSE)
X (m) Y (m) Z (m)

Case-4 1.761 0.917 1.461
Case-5 1.981 1.151 1.879
Case-6 1.643 1.082 1.850

Table 17.  The geolocation accuracy after strip bundle adjustment against check points (Case 4 to 6)

Check point accuracy (RMSE)
Left Strip

Image space (pixel) Object space (m)
Column Row Magnitude X Y Magnitude

Case-4
Left-Top 6.6 3.1 7.3 3.717 2.818 4.665

Left-Center 4.4 4.2 6.0 2.311 3.214 3.959
Left-Bottom 4.9 2.7 5.6 2.647 2.446 3.604

Case-5
Left-Top 3.6 2.0 4.1 2.304 1.079 2.545

Left-Center 2.4 3.1 3.9 1.551 1.925 2.472
Left-Bottom 4.3 2.2 4.9 2.759 1.167 2.996

Case-6
Left-Top 1.6 2.8 3.2 1.150 1.675 2.032

Left-Center 2.2 2.6 3.4 1.569 1.372 2.085
Left-Bottom 2.0 2.9 3.6 1.423 1.729 2.239

Right Strip
Image space (pixel) Object space (m)

Column Row Magnitude X Y Magnitude

Case-4
Right-Top 4.4 1.9 4.8 3.209 1.292 3.460

Right-Center 3.5 1.5 3.8 2.722 0.946 2.882
Right-Bottom 3.9 2.9 4.8 2.506 2.082 3.258

Case-5
Right-Top 3.9 2.1 4.4 2.779 1.466 3.142

Right-Center 3.2 1.4 3.5 2.306 0.979 2.506
Right-Bottom 3.4 1.5 3.7 2.396 1.073 2.625

Case-6
Right-Top 2.2 1.5 2.7 1.640 1.033 1.939

Right-Center 1.8 1.7 2.4 1.455 1.116 1.834
Right-Bottom 1.8 1.5 2.4 1.426 1.0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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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발생하였고, 앞서 수행한 단일영상 번들조정보다

우수한 조정 후 모델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Table 18에는 스트립 번들조정 후 검사점에 대한 3차

원 위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었다. Case-5의 경

우 상단 영역에서 수평 방향으로 약 3.8 m, 수직 방향으

로 4.5 m 정도로 나타났으며, 중앙 영역에서 약 3 m의 수

평 및 수직 위치 정확도를 보였고, 스트립 하단에서 수

평 3 m 수직 2 m 정도의 위치 정확도가 나타났다. 12개

의 기준점을 사용한 Case-6의 경우 상단 영역에서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약 2 m, 중앙에서 수평방향으로 3 m,

수직방향으로 2 m, 하단 영역에서 수평·수직 방향으로

각각 1.5 m, 2 m의 위치 결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검사점에 대한 정확도 산출 결과 번들조정에 사용되

는 모델점의 수가 증가할수록 정확한 위치 결정이 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단 영역에서의 정확도 향

상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선 단일영상 기반 번들조정 결과와 비교하여 전체

영역에서 12개의 기준점을 사용한 스트립 번들조정

(Case-6)을 통해 각 영상에서 6개의 기준점을 사용한 단

일 영상 기반 번들조정보다 정밀한 3차원 위치 결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동일궤도상에 존재하는 개별영상들

의 RFM으로부터 스트립 모델을 생성하고 번들조정을

통해 전체 궤도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각 3장의 개별영상으로 구성되는 2개의

스트립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스트립 모델의 정확도

를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스트립 모델 생성 시 일부 영

상 외각 지역에서 1 pixel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으로 0.5 pixel 이하의 평균오차가 발생하여, 개별

영상의 RFM로부터 스트립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특정 영역에 분포한 기준점

만으로 전체 궤도 모델링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스

트립의 상단, 중앙, 하단에 모델점을 배치하고 번들조정

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스트립의 일부 영역에 포함된

기준점만을 사용하여 궤도모델링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번들조정 시 사용되는 모델점 개

수에따른영향을분석하기위해전체구간에서 6개, 9개,

12개의 모델점을 추출하여 스트립 번들조정을 수행하

였으며, 조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6개의 모델

점을 사용한 경우 수평·수직 방향으로 약 4 m의 위치 결

정이 가능하였으며, 9개의 모델점을 사용한 경우 수평·

수직 방향으로 약 3 m의 3차원 위치 결정이 가능하였고,

12개의 모델점을 사용하였을 때 약 2 m의 수평·수직 결

정이 가능하여, 번들조정 시 사용하는 기준점의 수가

증가할수록 정확한 위치 결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12개의 기준점을 사용한 Case-6에서 단일영상 기

반 번들조정보다 정밀한 모델 수립이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이 논문에서는 RFM기반 스트립 번들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물리적 모델에서 RPC를 생

성하기 위한 한계인 약 40 km 정도의 비교적 짧은 스트

립을 사용하여 스트립 영상의 RPC를 추정하고, 1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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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The 3D positioning accuracy after strip bundle adjustment (Case 4 to 6)

Check point accuracy (RMSE)
X (m) Y (m) Z (m)

Case-4
Top 4.241 1.326 4.411

Center 2.682 3.101 3.403
Bottom 3.249 1.592 1.352

Case-5
Top 2.660 2.842 4.495

Center 2.050 2.395 2.944
Bottom 2.784 1.070 1.932

Case-6
Top 1.475 1.783 2.338

Center 1.758 2.453 2.035
Bottom 1.376 0.67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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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식 형태의 RFM보정모델을 적용하였다. 향후 연구에

서는 본 논문의 RPC추정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감소

시키기 실험, 1차 다항식 형태의 RFM보정모델 이외에

다양한 보정모델 적용 실험, 그리고 물리적 모델을 사

용한 궤도모델링과의 비교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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