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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 Analysis According to the Number 
of GCP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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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최근 들어 UAV(무인항공기) 및 드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용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측량분야에서는 UAV에 탑재된 디지털 카메라나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여 취득된 고

해상도의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형을 모니터링하거나, 고해상도의 정사영상 및 DSM, DEM

을 생성하기 위한 기술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AV와 VRS-GPS를 이

용하여 GCP 정합수에 따른 정확도를 분석하여 보았다. 먼저 VRS-GPS를 이용해 지상기준점을 

선점한 후 UAV를 이용하여 기본고도 150m로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646장의 영상정보를 취득하

여 DSM과 정사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pix4d mapper버전을 사용하여 RMSE를 분석한 결과 GCP

정합수를 5장 이상만 하여도 국가 기본도(축척 : 1/5,000) 제작 작업규정의 오차범위를 준수하고 

있어 수치지도 수정 ‧ 갱신 업무까지도 충분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어 : 지상기준점, 정합수, 무인항공기, 드론, 가상기준점

ABSTRACT

Recently, UAVs and Drones have been used for various application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surveying, there are studies on the technology for monitoring the terrain 
based on the high resolution image data obtained by using the UAV-equipped digital 
camera or various sensors, or for generating high resolution orthoimage, DSM, and DEM 
.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accuracy of GCP(Ground control point) matching using 
UAV and VRS-GPS. First, we used VRS-GPS to pre-empt the ground reference point, 
and then imaged at a base altitude of 150m using UAV. To obtain DSM and orthographic 
images of 646 images, RMSE was analyzed using pix4d mapper version As a result, 
even if the number of GCP matches is more than five, the error range of the national 

2018년 07월 02일 접수 Received on July 2, 2018 / 2018년 09월 23일 수정 Revised on September 23, 2018 / 

2018년 09월 23일 심사완료 Accepted on September 23, 2018

1 동의대학교 토목공학과 Dept. of Civil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E-mail : dymun@deu.ac.kr



Accuracy Analysis According to the Number of GCP Matching128

basic map(scale : 1/5,000) production work regulations is observed, and it is judged that 
the digital map revision and gauging work can be utilized sufficiently.

KEYWORDS : GCP, Number of Matches, UAV, Drone, VRS

서  론 

최근 들어 UAV 및 드론을 이용하여 다양한 

활용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측량분야에서는 UAV에 탑재된 디지털 카메

라나 다양한 센서들을 이용하여 취득된 고해상

도의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형을 모니터

링하거나, 고해상도의 정사영상 및 DSM, DEM

을 생성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

고 있다(Yoo, 2016).

그러나 현재 UAV를 이용한 측량기법은 현재 

작업규정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최근의 연구들은 UAV를 기반으로 하는 사

진측량 기법이 측량분야에 실제적으로 적용가능

한 지를 분석하는 선행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UAV를 기반으로 하는 사진측량에 의하여 

생성된 공간 정보의 품질은 촬영중복도, 대상지

역의 특성, 지상기준점의 수, 측점자료 추출을 

위한 영상처리의 방법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계획 수립 및 항공사진 촬영을 위한 

변수들의 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

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Lee, 2015). 본 연구

에서는 회전익 UAV를 활용하여 GCP 정합수에 

따른 정확도를 분석하여 정합수에 의한 오차를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실험 및 드론작업의 규정은 Lee et al. (2015a: 

2015b)이 제시한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의 작업규

정(안)을 준수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회전익 UAV를 활용하여 GCP 정합수에 따른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상기준점 개수를 

㎢에 9점을 배치하고 비행고도 150m에서 촬영

을 하였으며, 각각의 점들의 X RMSE, Y 

RMSE, Z RMSE를 RTK-GPS와 UAV를 비교 

분석하였다. 지상기준점 9점에 대하여 각각의 

점들에 매칭수를 3장, 5장, 7장, 9장, 11장으로 

실시하여 정사영상에서 취득한 좌표와 

VRS-GPS를 활용하여 취득한 좌표를 비교 분

석하여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

시하였다.

무인비행부는 비행을 위한 UAV와 촬영을 위

한 카메라로 구성된다. UAV의 구성은 동체, 추

진계통, 조종계통, 전력공급계통, 착륙장치, 전자 

장비로 구성되며, 특히 두뇌 역할을 하는 자동

제어 항법 장치가 UAV의 핵심장치이다. UAV

의 항법센서는 GPS 수신기 및 안테나, 가속도

계, 자이로, 고도계, 피토관, 중앙처리장치, 전력

공급장치, 통신장치, 외부케이스, 보조시스템으

로 구성되어 있다(Kim, 2014)

1. 무인항공사진의 영상 처리

 UAV를 기반으로 하여 취득한 항공영상들의 

일반적인 처리과정은 내부표정요소(interior 

orientation parameter)를 이용한 렌즈 왜곡의 

보정, GNSS와 INS에 의한 영상의 기하학적 위

치 기반의 특징점 추출 및 영상 정합, point 

cloud 추출을 통한 정사영상 및 DSM, DEM의 

생성으로 이루어진다. 사진측량은 영상 내의 임

의의 점과 투영중심 지상점이 일직선을 이룬다

는 공선조건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렌즈의 오차로 인하여 공선조건식을 만족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좌표에 대

한 검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검정에는 렌

즈 왜곡에 대한 검정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Yoo et al., 1997; Atienxa et al., 2006).

 

2. 드론에 사용되는 영상처리기법

드론을 이용하는 영상처리 기법에서 정사영상 

제작과 3차원 모델링 등 성과물을 제작하는 기

본은 컴퓨터비전 기술에 바탕을 둔 SfM 

(Structure from Motion) 기법과 SIFT(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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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riant Feature transform) 기법을 이용하

여 카메라와 지상의 기하학적 관계를 모델링 한 

후 고점밀도 영상접합 (DIM: Dense Image 

Matching)에 의한 ray Cloud를 이용하고 있다. 

SfM 기법은 촬영된 중복영상을 epipolar 

geometry를 이용한 image matching을 통해 3

차원 Point Cloud 데이터로 피사체를 재구성하

는 computer vision기법이다. 사진에 저장된 

태그로부터 초점거리, 카메라종류, 영상 크기 등

의 정보를 취득하여 초기값으로 이용, 접합을 

위한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한다(SGM). SfM 기

법은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된 수 많은 사진을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으며 비측량용 카메라

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지형지물의 효

과적인 DEM/DSM 및 정사영상 및 3차원 모델

링이 가능하다. 

SIFT기법은 명암변화 및 카메라 노출점의 변

화에도 안정적인 결과로 경사각이 큰 UAV 영

상의 정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또한 기존 

방법과 다른 점은 지상의 동일점이 서로 다른 

영상에 촬영된 무수한 점군을 생성한 광속들의 

기하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드론에서 취득한 영상은 일반적인 항공사진측

량과 다르게 주로 Pix4D와 같은 전영프로그램

을 이용하고 있으며, 먼저 저고도에서 높은 중

복도로 촬영된 다량의 영상에 대한 비행정보에

서 제공하는 로그(log)파일을 이용하여 근사 매

칭으로 카메라의 외부표정요소를 구한다음 지상

기준점을 입력하여 고점밀도로 형성된 점군을 

이용하여 정밀 항공삼각측량을 수행하고 DSM

과 정사영상을 제각하고 있다(Yun, 2017)

아래 그림1은 UAV 데이터처리 작업 흐름도

이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및 장비제원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남강

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실험 및 영상촬

영을 실시하였다. 그림 2는 연구대상지의 위성

사진이다.

촬영계획 수립

UAV 촬영

영상 품질검사       불필요한 사진제거

UAV 영상 매칭

      1. 사진정보 및 좌표계 설정

      2. 사진정합

      3. 지상기준점 삽입

Point Cloud Densification       사진정렬 최적화

DSM 제작
      지형 구축

      질감 구축

정사영상 생성       이미지 내보내기

FIGURE 1.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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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earch area

2) UAV장비제원

본 실험에 사용된 UAV는 아래 그림 3과 같

은 DJI사의 팬텀4 모델을 이용 하였으며 장비

에 장착되어있는 비측량용 카메라를 사용하였으

며 GPS센서가 장착되어 있다.

장비의 제원은 아래 표 1에 나타내었다. 

FIGURE 3. Used UAV

UAV 제원
무게 1380g

최대상승속도 6m/s
최대하강속도 4m/s

최대속도 20m/s
GPS모드 GPS/GLONASS

후버링 정확성 수직 ± 0.1m
수평 ± 0.3m 

카메라 제원
센서 1/2.3“ 유효픽셀 : 12M
렌즈 FOV 94° 20mm F/2.8 포커스

이미지 최대사이즈 4000×3000

TABLE 1. UAV Equipment Specification

3) VRS-GPS 장비제원

지상 기준점 관측을 위하여 사용한 장비는 아

래 그림과 같은 VRS-GPS이고, 장비의 제원은 

아래 표와 같다.

FIGURE 4. Used VRS-GPS

채널수 226 채널

추적 신호
GPS, GLONASS,

SBAS, QZSS, Galileo
COMPASS

신속정지측량L1
H:3mm + 0.8ppm
V:4mm + 1.0ppm

신속정지측량
(L1+L2)

H:3mm+0.5ppm
V:5mm+0.5ppm

키네마틱
(L1, L1+L2)

H:10mm+1.0ppm
V:15mm+1.0ppm

DGPS < 0.4m

SBAS < 0.6m

RTK(L1+L2)
H:10mm+1.0ppm
V:15mm+1.0ppm

TABLE 2. GPS Equipment Specification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실험은 저가형 회전익 드론을 활용

하여 연구대상지역인 진주에 위치한 남강을 평

균 150m 고도로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촬영 후 

VRS-GPS를 활용하여 지상기준점(GCP)를 선

점하였다. 

1) 지상 측량

연구대상지의 기준점 측량은 무인비행장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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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제9조 2항 지상기준점의 

수량은 1㎢당 9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에 의

거 9점을 관측하여 현장에 설치하였다. 지상측

량 방법은 기본적으로 VRS-GPS를 이용하여 

측량하였다. 아래 그림 5는 VRS-GPS를 이용

하여 지상기준점측량(GCP)를 설치하고 측량한 

그림이다.

FIGURE 5. GCP target

 

2) UAV 촬영

연구대상지를 UAV를 이용하여 기본고도 

150m로 촬영을 실시하였으며, 646장의 영상정

보를 취득하여 DSM과 정사영상을 제작하기 위

해 pix4d mapper 버전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 필요로 하는 사진매칭수에 따른 정

확도 분석을 위해 정사영상 제작에 필요로 하는 

UAV영상처리 과정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

다.

그림 6은 UAV를 이용하여 사진측량 성과이

고 노란원형으로 표시된 점들은 그림 6과 같이 

GCP 타겟을 설치한 9점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

이다. 

그림 7을 보면 ＊로 표시된 점이 지상기준점 

즉 GCP를 설정한 점이고 연두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점들이 UAV를 이용하여 촬영된 646개

의 노출점 들이다.

FIGURE 6. Reference point and GCPs

FIGURE 7. GCPs target point and shooting 

route

그림 8은 카메라 켈리브레이션을 나타내는 

그림이고 그림 9는 사진이 중첩된 수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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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이다.

FIGURE 8. Camera Calibration

FIGURE 9. Number of overlap images

본  론

GCP 정합수에 따른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

여 VRS-GPS를 이용하여 9점을 선점한 후 

UAV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여 사진영상을 

취득하였다. VRS-GPS와 UAV를 이용하여 획

득한 사진영상을 토대로 각각의 GCP점들의 사

진정합수를 3장, 5장, 7장, 9장, 11장씩 매칭하

여 정확도 분석을 하기 위해 정사영상과 DSM

을 추출한후 지상 기준점 측량에서 취득한 위치

정보와 정사영상에서 취득한 위치정보의 결과 

값 차이를 RMSE로 나타내었다.

표 3~7에는 각각의 GCP점들에 대한 매칭수를 

3장, 5장, 7장, 9장, 11장으로 설정하여 

VRS-GPS를 이용하여 취득한 데이터와 정사영상

에서 나온 데이터의 오차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3장을 정합하였을 때 RMSE가 X=0.031446, 

Y=0.037196, Z=0.193616, 5장을 정합하였을 

때 RMSE가 X=0.025494, Y=0.025337, 

Z=0.064947, 7장을 정합하였을 때 RMSE가 

X=0.023317, Y=0.021864, Z=0.026233, 9

장을 정합하였을 때 RMSE가 X=0.022791, 

Y=0.021508, Z=0.020116, 11장을 정합하였

을 때 RMSE가 X=0.021182, Y=0.020267, 

Z=0.011837로 나타났다. 위 결과값을 표 3, 

표 4, 표 5, 표 6, 표 7로 나타내었고,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는 각 매

칭수에 따른 정사영상과 DSM을 추출한 그림이

다. 그림 15는 RMSE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그

림이다. 위 내용을 토대로 드론에서 사진매칭수

가 많을수록 Z RMSE의 오차가 급격히 줄어드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UAV와 VRS-GPS를 이용하여 

GCP정합수를 3장, 5장, 7장, 9장, 11장 하였을 

때 정사영상 및 DSM을 생성하고 GCP의 정확도

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3장을 정합하였을 때, RMSE가 X=0.031446, 

Y=0.037196, Z=0.193616, 5장을 정합하였을 

때 RMSE가 X=0.025494, Y=0.025337, 

Z=0.064947, 7장을 정합하였을 때 RMSE가 

X=0.023317, Y=0.021864, Z=0.026233, 9

장을 정합하였을 때 RMSE가 X=0.022791, 

Y=0.021508, Z=0.020116, 11장을 정합하였

을 때 RMSE가 X=0.021182, Y=0.020267, 

Z=0.01183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보았

을 때 사진정합수가 많을수록 XY의 RM-SE의 

수치는 오차가 크지 않지만 Z의 RMSE가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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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P Name Error X[m] Error Y[m] Error Z[m]

170 -0.021 -0.017 -0.167

171 0.007 -0.003 0.004

172 0.003 -0.013 0.018

173 0.004 0.019 -0.093

174 0.017 -0.063 0.333

175 -0.069 0.044 0.099

176 -0.020 -0.023 -0.184

179 0.052 0.059 -0.360

180 0.017 -0.040 0.130

Mean [m] -0.000989 -0.004059 -0.024365

RMSE [m] 0.031446 0.037196 0.193616

TABLE 3. 3point data

FIGURE 10. 3point Orthomosaic and DSM

GCP Name Error X[m] Error Y[m] Error Z[m]

170 -0.023 -0.010 -0.083

171 0.009 -0.003 0.038

172 0.006 -0.014 0.007

173 0.005 0.024 0.011

174 0.014 -0.040 0.099

175 -0.059 0.040 0.052

176 -0.016 -0.010 -0.052

179 0.031 0.026 -0.099

180 0.019 -0.029 0.068

Mean [m] -0.001507 -0.001800 0.004485

RMSE [m] 0.025494 0.025337 0.064947

TABLE 4. 5poi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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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5point Orthomosaic and DSM

FIGURE 12. 7point Orthomosaic and DSM

GCP Name Error X[m] Error Y[m] Error Z[m]

170 -0.023 -0.003 -0.033
171 0.012 -0.005 0.014

172 0.007 -0.013 -0.006

173 0.006 0.020 -0.007
174 0.017 -0.033 0.036

175 -0.052 0.042 -0.017

176 -0.015 -0.006 -0.025
179 0.025 0.016 -0.032

180 0.016 -0.023 0.040

Mean [m] -0.000644 -0.000648 -0.003270
RMSE [m] 0.023317 0.021864 0.026233

TABLE 5. 7poi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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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9point Orthomosaic and DSM

GCP Name Error X[m] Error Y[m] Error Z[m]

170 -0.022 -0.005 -0.021

171 0.013 -0.004 0.008

172 0.008 -0.012 -0.012

173 0.007 0.019 -0.016

174 0.012 -0.028 0.035

175 -0.052 0.047 -0.029

176 -0.013 -0.006 -0.015

179 0.022 0.011 -0.012

180 0.020 -0.023 0.017

Mean [m] -0.000494 -0.000078 -0.004787

RMSE [m] 0.022791 0.021508 0.020116

TABLE 6. 9point data

GCP Name Error X[m] Error Y[m] Error Z[m]

170 -0.016 0.002 -0.014

171 0.010 -0.008 0.006

172 0.007 -0.010 -0.008

173 0.008 0.018 -0.013

174 0.013 -0.025 0.018

175 -0.051 0.044 -0.008

176 -0.010 -0.009 -0.012

179 0.020 0.010 -0.006

180 0.017 -0.022 0.015

Mean [m] -0.000219 -0.000111 -0.002344

RMSE [m] 0.021182 0.020267 0.011837

TABLE 7. 11poin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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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11point Orthomosaic and DSM

정합수 RMSE X[m] RMSE Y[m] RMSE Z[m]

3 0.031446 0.037196 0.193616

5 0.025494 0.025337 0.064947

7 0.023317 0.021864 0.026233

9 0.022791 0.021508 0.020116

11 0.021182 0.020267 0.011837

TABLE 8. RMSE result by point

FIGURE 15. RMSE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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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을 보았을 때 중복도가 적거나 사진상에서 

지상기준점을 찾기 힘들시에는 5점 이상 하여도 

국가 기본도 (축척 : 1/5,000) 제작 작업규정인 

오차범위를 준수하고 있어 수치지도 수정 ‧ 갱신 

업무까지도 충분이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에서 저가형 UAV를 이용하여 취득한 

공간정보 자료들로써 고성능 카메라와 고가의 

UAV를 이용하였을 때에는 한층 더 정확한 데

이터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판단되기에 앞으로

도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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