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UAV(Unmanned Aerial Vehicle) 측량기술은 기존의 유인 

항공사진측량과 비교하여 신속성, 경제성, 효율성 등의 장

점을 갖고 있다. UAV측량은 소규모 지역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과 신속한 업데이트를 가능하게 하고, 정사영상 지도

를 수치 형태로 제작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중요

한 공간자료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김의명, 2000). 공간

정보구축에서의 측량은 절대적 정밀도가 요구되는 분야이

기에, UAV를 이용한 측량에 있어서 국내지형특성 및 안정

적인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지상기준점 측량이 필수적이다.

UAV를 활용한 사진측량에서 절대적 정밀도를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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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에서는 UAV를 활용한 사진측량에서 지상 기준점 배치에 따른 정확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지역에 17개의

지상 기준점과 13개의 검사점을 설치하고 5가지 유형의 배치 형태를 만들었으며 검사점을 이용한 항공삼각측량의 성과분석과

산출물인 정사영상의 정량적, 정성적 분석 및 DSM을 이용한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상기준점 배치 시에는 삼각망

형태의 평면상의 배치형태도 중요하지만, 지형의 기복에 따른 지점의 높이 값을 고려하여 배치해야함을 확인하였다. 즉, 측량

대상 지역의 전체적인 평면상의 배치와 함께, 높이 값을 고려하여 지상기준점을 배치해야 더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

주요어 : 무인비행장치, 사진측량, 지상기준점, 항공삼각측량, 위치정확도, 공간분석

Abstract : In this study, an accuracy analys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ground control points layout in 
photogrammetry using UAV. 17 ground control points and 13 check points were installed in the studied area,
and five types of layout were created, and various spatial analysis techniques were applied by combining the
performance analysis of aerial triangulation using the check points an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ortho mosaic photo and the digital surface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layout
of the plane in the form of a triangle is important when placing the ground control points, but the height value
of the point to be placed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other words, a ground control points can be installed
in an optimal location to ensure higher accuracy, taking into account the overall layout and height values of
the area being surveyed.
Key Words : Unmanned Aerial Vehicle, Photogrammetry, Ground Control Point, Aerial Triangulation, Location

accuracy, Spati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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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후처리 시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GCP)을 지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UAV 측

량의 정확도 평가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지상기준점의 개

수 및 촬영고도가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는 상

대적으로 미진하였다(김용돈 등, 2018). 기존 연구들은 지

상기준점의 수를 달리하며 정확도를 분석하는 지상기준

점의 적정 수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고 지상기준점 배

치 형태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지형이 많아 고도차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시가

화 지역에서 지상기준점 간에 고도차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수직위치오차 분석 또한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현

재의 공공측량 작업지침에는 지상기준점에 대한 배치에 

있어서 각 모서리에 네 개의 지점을 배치하는 가이드를 제

시하고 있을 뿐, 고도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기준점 간에 고도차가 발생할 경우 

측량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험과정에 다양한 

공간 분석 방법을 적용함으로서 다각적인 방면에서의  정

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상기준점 배치형태에 따른 고

정밀 분석을 위해 가로 세로 200m인 연구대상지에 50m 격

자간격으로 지상기준점과 검사점(Check Point; CP)을 배

치하고 격자 형태 별로 지상기준점의 배치를 달리하며 정

확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연구에서의 지상기

준점 배치는 도로의 차선 경계석등 지형위에 배치하여 분

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평면

위치정확도 뿐만 아니라 수직위치정확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위해 연구대상지 내의 건물 상단에도 지상기준점

을 배치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지

상기준점의 평면에서의 배치 차이뿐만 아니라 지상기준

점의 높이 값에 편차가 발생하였을 경우, 측량성과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II. 관련연구

UAV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몇 가지 형

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오레퍼런싱(Geo- 

referencing) 및 지상기준점에 대한 연구이고 두 번째로는 

UAV를 활용한 공공측량에 관한 연구이다.

이재원 등(2016)은 지상기준점 수와 배치에 따른 정확

도의 변화는 XY 연결교차의 평균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값은 크게 오차를 보이지 않고 있으

나, Z값의 RMSE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유용

호 등(2016)은 UAV 기반의 항공영상을 이용하여 정사영

상과 DSM을 제작함에 있어서 중복도와 지상기준점의 개

수가 정사영상과 DSM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실험 결과 지상기준점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상기준점

의 개수에 따른 평면위치정확도의 편차는 큰 차이가 없지

만, 높이 정확도의 편차는 지상기준점의 수가 많을수록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용돈 등(2018)은 지상기준점 

분포에 관한 분석결과, 수평위치 오차는 지상기준점의 개

수나 배치 형태의 영향이 비교적 작았으며, 지상기준점의 

개수보다는 망의 크기가 수평위치 오차에 더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수직위치 오차의 경우는 

지상기준점 배치 형태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전반적으

로 지상기준점을 대상영역 외곽에 3개에서 4개 배치하고 

그 중앙에 1개의 지상기준점을 추가하여 유심다각망 형태

의 배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Chris et al., 

(2016)은 측량용 RTK GPS, GCP를 이용한 경우의 DSM을 

비교분석하였다. GCP를 이용한 경우와 RTK GPS를 이용

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 수평위치의 정확도는 두 방법 모두 

유사하나 수직정확도에 대해서는 GCP를 사용한 경우가 

RTK GPS보다 2-3배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결론을 얻었으

며 이는 UAV를 이용하여 정확한 지형측량을 하기 위해서

는 GCP를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임수봉 등(2015)은 지형변화가 발생된 소규모 지역의 

수치지도 갱신에 대하여는 무인항공사진측량 기술을 적

용할 필요가 있으며 저가의 센서를 사용하더라도 150m 내

외의 저공촬영을 통해 80% 이상의 중복도로 초정밀 영상

을 취득하고 다수의 지상기준점 성과를 바탕으로 영상을 

처리하면 높은 정확도의 DSM과 정사영상이 제작되고 이

를 도화하면 수치지도의 갱신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지상기준점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에 

UAV를 이용한 사진측량에서 지상기준점을 사용한 경우

에는 지상기준점의 수량에 따른 평면위치정확도의 편차

는 큰 차이가 없지만 수직위치정확도의 편차는 지상기준

점의 수량이 많을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량의 정확도가 확보되면 DSM 기반으로 한 실감 정사영

상 제작에도 UAV 측량성과가 충분히 활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인항공 사진측량의 성과물에 대한 정확도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상기준점 배치에 따른 추가적

인 실험 및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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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사례지역에 대

한 다양한 형태의 지상기준점을 배치하고 UAV를 이용한 

측량 후에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에 의한 위치정확도를 분

석하였다. 이와 함께 정성적, 정량적 분석 그리고 NDSM 

(Normalized Digital Surface Model) 및 DSM(Digital Surface 

Model)을 이용한 공간분석을 수행하여 측량정확도에 대

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1. 위치정확도 평가

지형 지물에 대한 고정밀의 3차원 측위는 다양한 산업

응용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카메라

와 같은 이미지센서를 활용하여 3차원 정보를 구축하는 

것은 별도의 측정기를 활용하는 방식에 비하여 더욱 효과

적인 편의성과 경제성을 가져왔다(김혁길 등, 2015). 다양

한 응용 산업 분야에서 근접사진측량 방법을 활용한 3차

원 측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치정확도의 확보가 일반적

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Jiandong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측점 자료를 

구성하고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에 대하여 3차원 위치정확

도를 평가하였다. 위치정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평

균 제곱근 오차를 사용하였다. 평균제곱근 오차는 잔차의 

제곱합을 산술평균한 값의 제곱근으로서 관측값들의 상

호간 편차를 의미한다. 표준편차를 일반화시킨 척도로서 

실제값과 추정값과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데 많

이 사용되는 척도이다. 평균제곱근오차와 표준편차는 개

별 관측값이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

를 나타낸다(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편의 추정량에서 평균 제곱근 오차는 분산의 제곱근, 즉 

표준 오차가 된다. 평균 제곱근 오차는 표준으로 인정되지 

않는 다른 두 물건의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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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적･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

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성분과 

성질을 규명하고 그 후에 정량적 분석으로 성분과 성질의 

양을 측정한다. 정성적 분석의 세부 단계에서 먼저 대상의 

성분과 성질을 밝힌다. 정량적 분석의 세부 단계에서는 데

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결과를 시각화하고 

의미를 추출한다.

정성적 분석은 비 지면점으로 분류된 3차원 점군데이터 

자료를 보간하여 DSM과 음영기복도를 생성하였으며 지

상기준점 배치 형태 별로 생성된 음영기복도를 기반으로 

각각 시각적인 비교를 수행하였다. 기준영상과 지상기준

점 배치를 달리한 영상의 시각적 비교를 통해 지상기준점

의 배치가 정사영상 및 DSM의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하였다. 정량적 분석은 지상기준점 배치별로 생

성된 정사영상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13개의 검사

점을 선정하고 검사점에 대하여 GNSS(Global Nav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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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ellite System) 측량을 실시하였다. 측량을 통해 수집한 

값과 정사영상에서 취득한 값을 통해 수평위치를 비교하

였다. 또한 UAV 촬영을 통해 생성된 DSM과 측량을 통해 

수집한 값과 수직위치를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정량적 분

석을 통해 지상기준점 배치형태에 따른 정사영상의 정확

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3. NDSM 분석

3차원 점군데이터에서 건물 객체 정보만을 비교하기 위

해서는 지면의 높이 값을 정규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규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모델을 정규화 수치표

면모델이라 하며 지형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생성하

게 된다. 3차원 점군데이터에는 지면점과 비지면점의 모

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필터링 과정을 

거쳐 지면 비지면점을 분류하고 분류된 데이터를 활용하

면 객체를 분할하고 탐지할 수 있게 된다(홍송표, 2018). 

CSF(Cloth Simulation Filter) 알고리즘은 지형위에 천을 놓

고 중력 때문에 천이 떨어질 때 표면에 달라 붙을 만큼 부

드러우면 천의 최종 모양은 DSM이 된다. 그러나 지형 위

에 천을 놓고 중력 방향으로 천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지형

을 뒤집었을 때 천의 최종 모양이 DTM(Digital Terrain 

Model)이 된다. 이 물리적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cloth simulation이라고 불리는 기법을 사용한다. CSF 알

고리즘은 매개변수가 적고 설정하기 쉽기 때문에 점차 주

목을 받고 있으며 주요 매개변수로는 해상도, 반복횟수, 

분류 임계값등이 있다(Zhang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CSF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지면과 비지면

을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필터링으로 3차원 점군 데이터

를 지면과 비지면으로 분리한 후 지면 데이터는 지형보간

을 통해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고 무인항공기 촬영을 통

해 생성된 수치표면모델과의 연산을 통해 정규화수치표

면모델을 생성하였다. 기준이 되는 정규화수치표면모델

에서 지상기준점 배치별로 생성한 정규화수치표면모델

을 연산하여 지상기준점 배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4. DSM 분석

수치표면모델은 원시자료를 기준점을 이용하여 기준좌

표계에 의한 3차원 좌표로 조정한 자료로써 지면 및 지표 

피복물에 대한 점자료를 말한다(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

정 제2조 제10호). 무인항공기 사진측량에서 얻은 데이터

는 RTK(Real-Time Kinematic)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데이터와 매우 유사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따

라서 무인항공기 사진측량 데이터를 지도생성, 측량 및 기

타 엔지니어링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여 저렴한 비용, 

시간 절약 및 최소 현장 작업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Uysal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사진측량으로 생

성된 수치표면모델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수행하였다. 기

준 영상에서 지상기준점 배치 형태에 따라 생성된 수치표

면모델을 차분함으로서 지상기준점 배치가 측량 정확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III. 데이터 구축

1. 항공 촬영

본 연구의 항공촬영에 사용된 회전익 무인항공기는 중

국 DJI사에서 제작한 Phantom4 pro plus이다. 촬영고도가 

높아질수록 특히 수직위치 오차의 증가가 크게 발생하며 

이는 촬영고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가형 UAV를 이용할 경우 가급적 100m 이

하의 낮은 고도로 촬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김

용돈 등, 2018). 허용오차를 0.1m라고 가정한다면 수평위

치오차를 만족시키기 위한 촬영고도의 한계는 약 150m, 

표고정확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촬영고도의 한계는 약 

100m로 계획하는 것인 안전하다(한승희, 2019).

본 연구를 위한 항공촬영은 2019년 4월16일에 진행하였

으며 연구대상지내의 중앙로터리를 기준으로 0.183㎢의 

지형에 대한 촬영을 수행하였다.

표 1. 비행계획

날짜 2019년 4월16일 오후 2:00

비행고도 100m

종중복도 80%

횡중복도 70%

이미지수량 209 매

촬영면적 0.183km2

지상표본거리 2.47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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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배치

지상기준점의 배치는 중앙 원형로터리를 기준으로 가

로 세로 200m로 한정하였으며 해당지역을 4등분하여 16

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정 중앙점을 추가하여 총 17개의 지

상 기준점을 연구대상지역에 균일하게 배치하였다. 지상

기준점은 통상 평지 및 기복변화가 있는 지형 상에 배치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상기준점 3, 4, 7, 8을 건물의 상단부 

모서리 부분에도 배치하여 그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검사점은 지상기준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으로 지정

하였으며 검사점의 배치는 16개의 구역에 그림 4와 같이 

총 13개의 검사점을 배치하였다. 건물 및 도로, 고저차가 

있는 지형에 고루 검사점을 배치함으로서 검사의 정확도

를 높이고자 하였다.

3.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을 위해서 본 연구에 사용된 

GNSS수신기는 Topcon사의 Hiper-V이며 226채널의 

RTK&Static 수신기이다.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제

2015-2538호, 2015.11.24)에서 규정하는 GNSS 기준점 측

량 방법 중 네트워크 RTK 측량 항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점 

측량 방법을 준용하여 측량을 실시하였다. 

4. 영상 처리

공간정보로서 UAV 영상의 처리과정은 크게 영상 모자

익 기능을 이용한 2D 영상 모자익 과정과 포인트 클라우드

를 이용한 3D 모델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홍일영, 2016). 

본 연구에서 영상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은 Pix4D 프로그

그림 2. 정사영상과 수치표면모델 

그림 3. 지상기준점 배치

그림 4. 검사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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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사용하였다. 그림 6은 촬영점과 지상기준점의 위치 

및 지상기준점과 이미지의 매칭 점을 접합하는 과정이다. 

접합을 위해서는 최소 2개 이상의 관측 영상이 필요하다.

IV. 실험 및 분석

1. 지상기준점 배치에 따른 항공삼각측량 

성과분석

연구 대상 지역에 지상기준점을 설치하고 항공삼각측

량(Aerial Triangulation; AT)을 위한 번들블록 조정(Bundle 

Block Adjustment)을 하였을 경우 지상기준점의 좌표와 

사진 상의 좌표와의 정확도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및 평균제곱근 오차 값을 분석하였다. 처음 연구대상지역 

전역에 17개의 지상기준점을 배치한 경우를 type full로 하

였고 배치형태는 정사각형 형태의 대상지역에 지상기준

점의 배치형태 및 수량 변화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5가지 배치형태를 지정하였다. 지상기준점 4는 건물상단

에 배치한 점으로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였다. 먼저 전

체 지상 기준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지상기준점의 배치 형

태를 달리해 가며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최초 데이터 취득을 위한 지상기준점의 GNSS 측량 관측

값에는 오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상기준점을 사진 상의 

점과 접합하기 위해 영상에서 선점을 할 때도 오차가 발생

한다. 이러한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삼각측

량을 위한 번들블록조정을 하였을 경우 지상기준점의 좌

표와 사진상의 좌표와의 정확도는 각 지상기준점 배치 형

태를 모두 살펴보았을 때 평균제곱근오차의 최대값은 X 

방향으로는 type full에서 1.2265cm, Y 방향으로는 type 

full에서 1.5651cm, Z 방향으로는 type full에서 2.7181cm

로 나타났다.

      a) 지상기준점 선점            b) 지상기준점 측량               c) 검사점 선점               d) 검사점 측량

그림 5.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

                    a) 촬영점과 지상기준점                                          b) 접합점

그림 6. 영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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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는 배치 형태와 상관없이 지상기준점 수량이 17개

로 가장 많은 type full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고 지상

기준점 수량이 적은 type 3-1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주목

할 점은 지상기준점 수량이 4개로 동일한 type 4-1과 type 

4-2의 오차를 보면 좌측 상단의 지상기준점을 제거하여 지

상기준점 배치형태가 삼각망을 이루지 못하는 type 4-2에

서 Z 값의 오차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검사점을 이용한 항공삼각측량 성과분석

검사점을 이용한 AT 성과분석을 위해서 13개의 검사점

을 연구 지역내에 배치하였고 지상기준점 배치형태는 크

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지상기준

점 간에 고도차가 발생한 경우의 분석을 위해 type 3-1에서 

건물 상단에 배치한 지상기준점 4를 고정시킨 상태인 그

룹1과 type 3-2에서 제거한 그룹2로 나누었으며 type 4-2

의 중앙점 17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type 4-2는 두 그룹에서 모두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그림 9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상기준점의 배치 형태가 

가장 조밀한 type full과 배치 형태가 가장 좋지 않은 type 

3-1과의 X 방향으로 편차는 0.3055cm Y 방향으로 편차는 

0.6187cm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Z 방향으로는 14.4852cm 

편차가 났다. 이는 지상기준점의 배치 형태가 X, Y 방향보

다는 Z 방향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할 수 있다.

지상기준점 배치 형태 별로 검사점의 수평위치 정확도

에 대한 평균제곱근 오차는  2.3112cm에서 2.9919cm로 크

게 변화가 없었다. 반면 수직위치 정확도에 대한 평균제곱

근 오차는 지상기준점 배치 형태에 따라 6.1636cm에서 

20.6488cm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3차원 위치정확도에 

대한 평균제곱근 오차 또한 6.5827cm에서 20.8644cm로 

      a) type_5               b) type 4-1             c) type 4-2             d) type 3-1              e) type 3-2

그림 7. 지상기준점 배치형태

표 2. 지상기준점 배치형태에 따른 주요 매개변수 값

GCP Type Parameter Error X [m] Error Y [m] Error Z [m]

Type full

Mean -0.000129 0.000348 0.001044 

Sigma 0.012265 0.015647 0.027161 

RMSError 0.012265 0.015651 0.027181 

Type 5

Mean 0.000149 0.000954 0.000112 

Sigma 0.007054 0.006243 0.011915 

RMSError 0.007055 0.006315 0.011916 

Type 4-1

Mean 0.000114 0.001007 0.000132 

Sigma 0.007889 0.006557 0.012225 

RMSError 0.007890 0.006634 0.012226 

Type 4-2

Mean -0.000487 0.000781 -0.003993 

Sigma 0.002687 0.005487 0.018767 

RMSError 0.002731 0.005542 0.019187 

Type 3-1

Mean 0.000104 0.000205 0.000504 

Sigma 0.002547 0.001109 0.001058 

RMSError 0.002549 0.001128 0.001172 

Type 3-2

Mean 0.000414 -0.000214 0.000708

Sigma 0.008924 0.005526 0.003312

RMSError 0.008934 0.00553 0.00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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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위치정확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type 3-1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지상기준점의 배치 형태가 가장 조밀한 

type full과 배치 형태가 가장 좋지 않은 type 3-1과 수평위

치정확도에 대한 편차는 0.6807cm, 수직위치정확도에 대

한 편차는 14.4852cm, 3차원위치정확도에 대한 편차는 

14.2817cm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상기준점의 배치 형태가 수평위치정확도 보다

는 수직위치 정확도 및 3차원위치정확도에 영향을 더 많

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type 5와 type 4-1은 수평위치

정확도에 대한 편차는 0.0019cm, 수직위치정확도에 대한 

편차는 0.2178cm 로 미세하게 type 4-1의 오차가 적었는데 

이는 가운데 있는 지상기준점 17이 건물상단에 배치한 지

상기준점 4로 인해 오히려 지형을 누르는 영향을 미치며 

오차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배치그룹2의 분석결과 그림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상

기준점의 배치 형태가 가장 조밀한 type full과 배치 형태

가 가장 좋지 않은 type 3-2와의 X 방향으로 편차는 0.2717cm 

Y 방향으로 편차는 0.5893cm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Z 방

향으로는 3.2712cm 편차가 났다. 이는 앞선 배치그룹1에

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경향의 결과이다.

검사점의 수평위치 정확도에 대한 평균제곱근 오차는 

배치형태별로 2.3112cm에서 2.9485cm로 크게 변화가 없

었다. 반면 수직위치 정확도에 대한 평균제곱근 오차는 지

상기준점 배치 형태에 따라 6.1636cm에서 9.4348cm로 편

차가 나타났다. 3차원위치정확도에 대한 평균제곱근 오

차 또한 6.5827cm에서 9.8848cm로 type 3-2에서 가장 크

게 발생하였다. 주목할 점은 건물 상단의 지상기준점 4를 

제거한 type 3-2의 경우는 제거하지 않은 type 3-1과 비교

하여 수직위치 정확도에 대한 평균제곱근 오차가 20.8644cm

에서 9.4348cm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3. 정사영상 및 DSM의 정량적 분석

정사영상 및 DSM의 정량적 분석에서는 영상접합에 의

한 정사영상에서의 좌표와 GNSS 측량을 통한 좌표와의 잔

차를 비교하였다. RMSE를 이용한 평가방법은 실세계에

서 측정된 참조값과 생성된 DEM에서 추출한 측정값을 비

교해 특정 공식에 의해 오차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산출

하게 된다(이기욱‧황철수, 2006).

본 연구에서는 지상 기준점의 배치 형태에 따라서 정사

영상을 제작하고 검사점의 값을 통해 정확도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지상기준점의 배치 형태가 가장 조밀한 type 

          a) type 5                    b) type 4-1                    c) type 4-2                   d) type 3-1

그림 8. 지상기준점 배치그룹 1 

그림 9. 지상기준점 배치그룹1 RMSE 1 그림 10. 지상기준점 배치그룹1 RM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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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과 배치 형태가 가장 좋지 않은 type 3-1과의 X 방향으

로 편차는 1.3371cm Y 방향으로 편차는 1.3139cm로 큰 차

이가 없었지만 Z 방향으로는 18.1512cm의 편차가 났다. 

이는 검사점을 이용한 AT 성과 분석과 동일한 경향의 결과

이며 정상영상 분석을 통해서도 지상기준점의 배치 형태

가 X, Y 방향보다는 Z 방향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지상기준점 배치 형태 별로 정사영상의 수평위치 정확

도에 대한 평균제곱근 오차는  1.0249cm에서 2.8986cm로 

크게 변화가 없었다. 반면 DSM의 수직위치 정확도에 대한 

평균제곱근 오차는 지상기준점 배치 형태에 따라 5.2605cm

에서 23.4117cm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type 3-1에

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고 type 4-2에서도 오차가 증가하였

다. 3차원 위치정확도에 대한 평균제곱근 오차 또한 

5.3595cm에서 23.5904cm로 수직위치 정확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type 3-1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지상기준

점의 배치 형태가 가장 조밀한 type full과 배치 형태가 가

장 좋지 않은 type 3-1과의 수평위치정확도에 대한 편차는 

1.8737cm, 수직위치정확도에 대한 편차는 18.1512cm, 

3차원 위치정확도에 대한 편차는 18.2309cm로 확인되었

다. 이는 지상기준점의 배치 형태가 수평위치정확도 보다

는 수직위치 정확도 및 3차원위치정확도에 영향을 더 많

이 준다고 할 수 있다.

          a) type 5                    b) type 4-1                    c) type 4-2                   d) type 3-2

그림 11. 지상기준점 배치그룹 2

그림 12. 지상기준점 배치그룹2 RMSE 1 그림 13. 지상기준점 배치그룹2 RMSE 2

그림 14. 지상기준점 배치 형태별 RMSE 1 그림 15. 지상기준점 배치 형태별 RM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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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사영상 및 DSM의 정성적 분석

3차원 점군데이터는 시각적 정보가 결여되어 있으나 지

표면의 3차원 좌표를 제공하며, 이 데이터로부터 생성한 

음영기복도는 항공영상과는 다르게 촬영조건에 따른 화

질변화 및 기하학적 왜곡이 없다. 또한 음영기복도는 광원

의 위치에 제약 없이 생성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건에서

의 음영기복도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음영은 컴퓨터 비젼

(Computer Vision; CV) 분야에서 객체의 형상정보를 추출

할 수 있는 shape-from-X의 중요한 요소이다(이대건·이

동천, 2017).

본 연구에서는 지상기준점 배치 형태 별로 생성된 수치

표면모델을 공간분석기법 중 하나인 래스터(Rater) 지형

분석을 통해 음영기복도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음영기

복도를 기반으로 정사영상 및 DSM의 정성적 분석을 실시

하였다.

수치표면모델을 기반으로 작성한 음영기복도는 시각적

으로 변화를 인지하기가 쉽다. 지상기준점 배치 형태별로 

제작된 음영기복도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 검사점 분석

에서 가장 오차가 적었던 지상기준점 17개를 배치하여 제

작된 음영기복도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배치 형태

별로 제작한 음영기복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16과 그

림 18은 음영기복도 전체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일부 추출하여 나타낸 것이다. 주로 수목 부분과 같이 고

저차가 있는 지형에서 변화가 있었고 변화가 발생한 지역

을 각 지상기준점 배치 형태별로 비교하였다. 그림 17과 

그림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pe 5, type 4-1, type 4-2, type 

3-1 순으로 변화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상기준

점의 배치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을수록 수직위치 정확도

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던 검사점 분석 및 정사영상의 정

량적 분석과 동일한 결과이다.

                                a) 위치도                                       b) type full

그림 16. 음영기복도 위치도 1

          a) type 5                     b) type 4-1                   c) type 4-2                  d) type 3-1

그림 17. 음영기복도를 이용한 정성적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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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DSM 및 DSM 분석

1) NDSM 분석

3차원 점군 데이터에서 건물 객체 정보만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지면의 높이 값을 정규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규화 과정을 거쳐 생성된 모델을 정규화 수치표

면모델이라 하며 지형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생성하

게 된다. 그러므로 정규화수치표면모델의 모든 물체는 높

이값 0에 있다. 정규화수치표면모델은 건물, 수목 등의 지

면 높이값을 일정하게 변환해 지상의 객체정보 추출을 용

이하게 해주는 영상기반의 자료이다(조두영, 2012).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점군 데이터를 CSF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지면(Ground points)와 비지면(Non-ground points)

으로 분리하였다. Cloth resolution은 지형을 덮는데 사용

되는 cloth의 격자 크기를 나타낸다. 단위는 3차원 점군데

이터 단위와 동일하다. 해상도가 클수록 DTM이 거칠어진

다. Cloth resolution은 2.0으로 하였다. Max iteration은 지

형 시뮬레이션의 최대 반복시간을 나타낸다. 500은 대부

분의 영상처리에 충분하므로 값은 500으로 설정하였다. 

분류 임계값(Classification threshold)은 점과 시뮬레이션 

지형 사이의 거리에 따라 3차원 점군데이터를 지면과 비 

지면으로 분류하기 위한 임계값을 나타낸다. 단위는 3차

원 점군데이터의 단위와 동일하다. 0.5는 대부분의 영상

처리에 충분하므로 값은 0.5로 설정하였다. 지형보간은 

자료가 없는 부분이 없도록 평균필터를 이용하여 채우거

나 셀사이즈를 조정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셀 사이즈를 조

정하여 보간 하였으며 자료가 없는 부분이 없게 지형보간

을 하기 위해서는 셀 사이즈를 24까지 크게 할 수 밖에 없

었고 그 결과로서의 데이터는 의미있는 분석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NDSM 분석 방법은 지형의 영향을 배제하고 자료를 분

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이 실험에서와 같이 측량대상

지역에 건물이 다수 존재하는 시가화 지역이나 대축척 지

도에서는 유의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a) 위치도                                       b) type full

그림 18. 음영기복도 위치도 2

          a) type 5                     b) type 4-1                   c) type 4-2                  d) type 3-1

그림 19. 음영기복도를 이용한 정성적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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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SM 분석

수치표면모델은 모든 물체를 포함하여 지표면의 고도

를 반영하는 2차원 데이터 유형이다(Zhou et al., 2013). 수

치표면모델은 다양한 공간 분석에 사용되고 있으며 지상

기준점의 분포 및 개수는 수치표면모델의 수직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수치표면모델의 정보는 표면의 지오매트

리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데이터 해석은 이미

지 데이터 해석에 비해 쉽다(Haala and Anders, 1997).

지상기준점 배치형태에 따른 수치표면모델의 수직오차 

분석을 위해 ArcGIS의 공간 분석 툴을 이용하여 지상기준

점 17개를 배치한 DSM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상기준점 배

치 형태별 DSM을 각각 차분하여 새로운 DSM을 생성하고 

결과값을 분석하였다. 공간 분석을 통해 연산되어 생성된 

수치표면모델을 기반으로 높이 값의 평균을 구하였다. 번

들블록조정 과정을 거쳐서 계산된 지상기준점 17개의 높

이 값에 대한 평균제곱근 오차 값인 0.027181의 절대 값 범

위 내는 오차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임계값(threshold) 설

정을 하였다. 공간보간을 하면서 자료가 없는 부분을 해결

하기 위해서 설정된 최소값 최대값은 임계값 범위 이내의 

값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

max
or 

 ≤
min

      (4)

  : 기준 GCP 배치  ,   : 타입별 GCP 배치

기준이 되는 수치표면모델에서 지상기준점 배치 형태

별 수치표면모델을 차분하여 높이 값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정해 줘야 되는 설정이 있다. 높이 값에는 음

수와 양수가 존재하므로 연산된 값을 절대값으로 설정하

고 계산하였다.


  









                   (5)

  : 기준 GCP 배치  ,   : 타입별 GCP 배치

기존의 검사점 분석 및 정사영상의 분석에서는 지상기

준점의 배치가 삼각망을 이루지 못할수록 오차가 증가하

는 결과를 보였는데 수치표면모델의 분석에서는 다른 형

태의 결과가 나왔다.

type 4-1, type 4-2, type 3-1은 지상기준점의 배치가 고르

지 못할수록 높이값의 오차가 증가 하는 앞선 분석과 동일

한 경향이 나온 반면 삼각망의 형태가 가장 조밀 했던 type 

5에서 오히려 오차가 증가하는 결과값이 나왔다. 가장 오

차가 적었던 type 4-1과는 4.8cm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우측 상단 건물에 위치한 지상기준점으로 인해 

표 3. 지상기준점 배치형태별 높이값 분포

배치 형태 최소값 [m] 최대값 [m]

(type full) - (type 5) -22.4872 +21.1025

(type full) - (type 4-1) -19.0188 +20.9435

(type full) - (type 4-2) -18.3671 +20.8496

(type full) - (type 3-1) -19.0089 +17.7146

           a) 지면                       b) 비지면                      c) cell 0.8                   d) cell 24

그림 20. NDSM 분석

그림 21. 지상기준점 배치 형태별 평균 높이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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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5에서 중앙에 배치된 지상기준점이 오히려 지형을 누

르는 영향을 미쳐 오차가 증가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해당 부분을 확대하여 2차 분석하

였다.

수치표면모델의 두 번째 분석은 연구 대상지의 우측 상

단에 위치한 건물의 상단부에 설치한 지상기준점의 영향

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대각선 방향

으로 30m 버퍼를 주어 수치표면 모델을 추출하였다. 추출

한 수치표면모델에 보간 선을 적용하여 종 단면도를 작성

하였다. 종 단면도 각각의 프로파일 그래프를 비교하여 첫 

번째 전체 수치표면모델의 높이값의 평균을 분석한 결과

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각각의 프로파일 그래프를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그림 22에서 나

타나는 바와 같이 중앙로터리 부분과 건물 상단부 부분에

서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차이가 나는 부분을 그림 23과 

그림 24의 확대된 그래프를 보면 type 4-1, type 4-2, type 

3-1로 갈수록 프로파일 그래프가 수직오차의 증가로 인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다. type 5는 type 3-1과 거의 같은 

형태를 보이고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첫 번째 높이값의 

평균을 분석한 것과 동일한 형태의 결과이다. 수치표면모

델의 분석을 통해 기존의 검사점 분석으로만은 알 수 없었

던 지상기준점의 배치가 측량대상지역 전체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UAV를 활용한 사진측량에서 지상기준

점 배치에 따른 정확도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

구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확인하였다.

첫째, 지상기준점 배치형태에 따른 AT 성과분석 결과 

평균제곱근오차는 지상기준점 수량이 17개로 가장 많은 

type full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수량이 가장 적은 type 

3-1에서 낮게 나왔다. 평균제곱근 오차의 최대값은 type 

full에서 X 방향으로는 1.2265cm, Y 방향으로는 1.5651cm, 

그림 22. 프로파일 그래프 인덱스

          a) type 5                     b) type 4-1                   c) type 4-2                   d) type 3-1

그림 23. 프로파일 그래프 분석 A

          a) type 5                     b) type 4-1                   c) type 4-2                   d) type 3-1

그림 24. 프로파일 그래프 분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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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방향으로는 2.7181cm로 나타났다. 지상기준점 수량이 4

개로 동일한 type 4-1과 type 4-2의 평균제곱근오차를 보

면 좌측 상단의 지상기준점을 제거하여 지상기준점 배치

형태가 삼각망을 이루지 못하는 type 4-2에서 Z 값의 오차

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검사점을 이용한 AT 성과분석 결과 지상기준점을 

17개로 가장 많이 설치한 type full과 배치형태가 가장 좋지 

않은 type 3-1의 X 방향으로 편차는 0.3055cm, Y 방향으로 

편차는 0.6187cm로 수평위치 정확도는 큰 차이가 나지 않

았지만 Z 방향으로는 14.4852cm의 편차가 났다. 이는 지상

기준점 배치형태는 수평위치 정확도 보다는 수직위치 정

확도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수직위치 정확

도가 지상기준점 배치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 3차

원 위치정확도에 대한 편차도 14.2817cm로 증가 하였다. 

type 3-2의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높낮이 차이

를 갖는 우측상단의 지상기준점 4가 제외됨으로 인해서 전

반적으로 높이 값의 영향이 작아지는 결과가 나왔으며 중

앙의 지상기준점 17은 높이 값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다. 또한 type 4-1과 type 4-2의 결과를 비교해 보

면 좌측상단의 지상기준점 1이 제외됨으로 인해  네 모서리 

점 중 한 개가 없어져 삼각망 형태의 배치가 틀어지게 되었

을 경우 수평위치정확도의 편차는 0.1493cm로 크게 차이

가 없었지만 수직위치정확도에 대한 편차는 3.0361cm로 

지상기준점 배치형태에 따란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셋째, 정사영상 및 수치표면모델의 정량적, 정성적 분석

을 통해 지상기준점의 배치형태는 수평위치정확도 보다

는 수직위치 정확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수목등과 같이 

고저차가 발생하는 지역일수록 지상기준점의 배치형태

가 정확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

넷째, 수치표면모델의 분석결과 높이값의 평균은 type 5

에서 25.98cm, type 4-1에서 21.18cm, type 4-2에서 22.24cm, 

type 3-1에서 26.73cm로 나타났다. 이는 지상기준점 배치 

형태가 삼각망 형태를 이루지 못하는 순으로 높이값의 평

균이 증가하는 앞선 실험과 같은 경향의 결과이지만 type 

5에서는 기존 실험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지상기준점

은 통상적으로 지표면의 도로 부분등 평지에 설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건물 상단에도 지상기준점을 

배치하여 지상기준점간의 높이값의 편차가 있을 시에 정

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우측 상단 건물에 위치한 지상기준점으로 

인해 type 5에서 중앙에 배치된 지상기준점이 오히려 지형

을 누르는 영향을 미쳐 type 5의 높이값이 평균이 다른 배

치형태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세부적

인 확인을 위해 건물 상단 지점과 지상과의 종, 단면도를 

작성하여 프로파일 그래프를 확인한 결과도 동일하였다.

지상기준점 배치 시에는 삼각망 형태의 평면상의 배치

형태는 기본적으로 수평위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하

지만 수직위치정확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를 통해서 지형의 기복 또는 건물이 많이 분포

된 시가화 지역에서의 지상기준점의 배치가 정사영상 및 

DSM을 제작할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지상

기준점 배치 시에는 평면상의 배치뿐만 아니라 배치하고

자 하는 지점의 높이 값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될 것이며 

측량 대상지역의 전체적인 높이 값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

치에 지상기준점을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무인비

행장치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에는 측량대상 지역내의 네 

모서리에 4점의 지상기준점과 중앙에 1점의 검사점을 배

치하게 되어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물론 기본적인 측량 정

확도 확보를 할 수 있겠으나 지형의 기복이 있는 지역이나 

시가화 지역 등에서는 추가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검사점 분석 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을 다양한 공간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토대로 향후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측량작업 절차를 개선한다면 무인비행장치를 이

용한 공간정보구축에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지상기준점 

배치에서 경제성 확보와 더불어 전체적인 측량의 정확도 

확보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로, 세로 200m 라는 국소영역의 연구지역과 좁은 지

역에서 지상기준점의 높이 편차를 30m 정도 주어 연구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고정밀 측량 및 기복이 있는 지형 

측량 시, 본 연구가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시가

지, 교외지, 농경지, 구릉지, 산악지, 수계 등 여러 지형에

서의 실험과 UAV 기종별, 촬영 높이별, RTK/PPK 방식의 

UAV 시스템과의 비교 등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의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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