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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We generated geospatial inform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 based on various SW and 

analyzed the location accuracy of orthoimage and DSM and texture mapping of 3D mesh. Method: 

The same unmanned aerial image data is processed using two different SW, and spatial information is 

generated. Among the generated spatial information, the orthoimage and DSM were compared with 

the spatial information generation results of the unmanned aerial photogrammetry SW by performing 

quantitative analysis by calculating RMSE of horizontal position and vertical position error and 

performing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ositional 

accuracy of the orthoimage and DSM generated by each SW, and differences in texture mapping in 3D 

mesh. The creation of the 3D mesh indicated the impact of the Unmanned Aerial Photogrammetry 

SW. Conclusion: It is shown that there is no effect of SW on the creation of orthoimage and DSM for 

geospatial analysis based on unmanned aerial vehicle. However, when 3D visualization is performed, 

texture mapping results are different depending on SW.

Keywords: Geosptial Information, Positional Accuracy, Texture Mapping, Unmanned Aerial Photo-

grammetry, SW

요 약

연구목적: 다양한 목적으로 생성되는 무인비행체 기반의 공간정보를 서로 다른 SW로 생성하고, 정사

영상 및 DSM의 위치정확도 분석과 3D mesh의 텍스처 매핑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서로 

다른 두 개의 SW를 이용하여 동일한 무인항공영상 데이터를 처리하고, 공간정보를 생성하였다. 생성

된 공간정보 중 정사영상과 DSM은 수평위치 및 수직위치 오차의 RMSE를 계산함으로써 정량적 분석

을 수행하고, 정성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무인항공사진측량 SW의 공간정보 생성 결과를 비교분석하

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각각의 SW로 생성된 정사영상 및 DSM의 위치정확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

며, 3D mesh의 텍스쳐 매핑에서 차이를 보였다. 3D mesh의 생성에는 무인항공사진측량 SW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무인비행체 기반의 공간분석을 위한 정사영상, DSM의 생성에는 SW

에 따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D 가시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SW에 따라 텍스처 매핑 결

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공간정보, 위치정확도, 텍스처 매핑, 무인항공사진측량,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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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신속하고 정확하게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무인비행시스템(UAVS :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이 새

로운 공간정보 구축 기술로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무인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와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Choi et al., 2015). Remondino et al.(2011)은 매핑 및 3D 모델링 분야에서 무인비행체 플랫폼은 가장 

가치 있는 분야이고, 단거리 및 근거리 영역에서 무인비행시스템은 유인항공사진측량에 대한 저가의 대안이며, 자동으로 

DSM 및 DTM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공간정보 생성과 관련된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Lee et al.(2016)은 고정익 무인비행체인 eBee와 회

전익 무인비행체인 Phantom2 vision plus를 이용하여 무인항공영상 데이터를 취득하고, 각각의 무인항공영상 데이터를 이

용해 공간정보를 생성한 결과 약 4cm/pixel의 공간해상도의 정사영상과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Lim et al.(2015)은 무인비행체를 이용해 취득된 무인항공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였다. Lee and 

Choi(2015)는 노천광산에서 5개의 지상기준점에 대해 고정밀 위성측정시스템으로 측정한 위치 좌표와 회전익 무인비행체

로 취득된 무인항공영상 데이터를 이용해 추출된 위치 좌표를 비교한 결과 평균제곱근 오차가 X, Y, Z 모두 10cm 내외로 나

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Lee et al.(2016)은 산림훼손지역에서 회전익 무인비행체를 이용해 무인항공영상 데이터를 취득하고, 

공간정보를 생성한 결과 수평위치오차의 RMSE가 ±0.083, 수직위치오차의 RMSE가 ±0.085m로 나타났으며, 이를 활용하

여 산림의 훼손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연구 사례가 존재하나 무인비행체로 취득된 무인항공영상 데이터를 

처리하는 SW에 대한 비교분석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무인항공사진측량을 위해 이용되는 대표적인 SW를 이용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어

떤 SW가 성능이 우수한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무인비행체 기반 공간정보의 활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SW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및 범위

무인비행체의 제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인비행체는 Fig. 1과 같은 DJI 사의 Inspire 1 V2 모델로 약 3kg의 무게이며, 최대 22m/s의 속도로 비행

이 가능하고, 약 18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 연구에 사용한 무인비행체의 세부적인 제원은 Table 1과 같고, 카메라의 제원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Spec of UAV

UAV Weight Maximum flight time Maximum flight speed

DJI Inspire 1 V2 Approx. 3 kg 18 min 22m/s

Table 2. Spec of Multispectral camera

Camera Name Band Image size Focal length

RGB DJI Zenmuse X3

Band 1 : Blue

Band 2 : Green

Band 3: Red

4,000 X 3,000 pixel 3.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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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nmanned vehicle and camera

연구 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운동장과 같은 개활지 및 건물군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여주대학교 일원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지역은 

Fig. 2 와 같다. 

Fig. 2. Study area

연구 수행 절차

본 연구는 저가형 무인비행체를 이용하여 대상지역에 대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지상기준점 측량 및 항공사진 촬영 후 

무인항공사진측량 SW를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생성하고, 품질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Fig. 3). 공간정보 생성에는 상용

화된 SW로 Agisoft 사의 Photoscan 및 Bentley 사의 ContextCapture를 이용해 각각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공간정보에 대하

여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량적 분석에는 검사점을 이용한 위처정확도를 평가하였고, 정성적 분석에는 photocsan 및 ContextCapture로 생성된 정

사영상 및 DSM, 3D mesh를 육안 판독을 통해 비교하였다.



430 KOSDI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Vol. 15, No. 3, September 2019

Fig. 3. Study flow

무인항공사진측량 SW를 이용한 공간정보 생성 및 품질 분석

무인항공사진측량 SW의 영상처리 기법 및 절차

무인항공사진측량 SW를 이용한 영상처리는 영상처리에 초점을 두어 Fig. 4와 같이 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SiFT) 

알고리즘으로 영상에서의 건물 모서리, 도로 교차점 등과 같은 특징점을 찾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structure form 

motion(SfM) 알고리즘으로 상대적인 영상의 위치와 자세를 추정하여 3차원 위치를 결정한다. SfM 알고리즘은 SiFT 알고리즘

으로 정합된 영상을 순차적으로 조정하여 대상물과 촬영된 위치관계를 동시에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Aicardi et al., 2016).

Fig. 4. UAV photogrammetry process in 3D pos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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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사진측량 기법의 적용을 위한 과정은 Fig. 5와 같이 영상 및 내·외부 표정요소 입력, 특징점 추출, 영상 정합, 번들 

블록조정 후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GCP) 입력을 통한 절대표정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point cloud가 생성되며, 

1개의 pixel 당 1개의 point를 추출하여 고밀도 point cloud를 생성한 후 필터링을 통해 3D mesh 및 DSM을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사영상을 생성한다(Kim et al., 2017).

Fig. 5. UAV photogrammetry process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

지상기준점은 무인비행체를 이용해 촬영된 영상 상에서 그 위치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도로 선, 횡단보도 선 등의 변곡점

을 선정하였다. 지상기준점 측량은 Fig. 6과 같이 Netwrok-RTK 방식의 VRS 장비를 이용해 1점 당 10초씩 관측하여 각각 9

개 위치에 대하여 측량하였다.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의 좌표는 Table 3와 같으며, Fig. 7은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Fig. 6. GCP surve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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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GCP and check point surveying

GCP Check point

NO X Y Z NO X Y Z

1 256527.062 518969.035 86.125 1 256,697.310 518,746.939 84.799

2 256328.516 519099.010 106.535 2 256344.525 519106.942 105.256

3 256209.791 519207.858 113.879 3 256216.489 519273.853 109.083

4 256178.279 519044.572 118.484 4 256148.211 519253.917 107.558

5 256045.152 518972.705 114.341 5 256341.091 519469.447 78.153

6 256083.669 519191.373 111.543 6 256561.639 519787.893 59.921

7 256239.367 519332.778 106.023 7 256033.417 518950.455 114.307

8 256515.818 519728.903 61.816 8 255942.656 519063.274 110.321

9 256433.081 519317.782 77.663 9 256539.814 519490.935 65.998

Fig. 7. GCP and check point location map

무인항공영상 데이터 취득

무인비행체를 이용한 항공사진의 촬영은 Fig. 8과 같이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 교차촬영 하였으며, 촬영고도는 약 110m로 

종중복 70%, 횡중복 50%로 총 300매를 촬영하였다. Fig. 9와 같이 촬영된 항공사진의 Ground Sample Distance(GSD)는 약 

6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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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erial photography course

Fig. 9. Aerial photographs taken in UAV

공간정보 생성 및 품질 평가

무인항공사진측량에는 항공사진, 촬영 위치, 지상기준점 등을 이용하여 Point cloud, 3D mesh, 정사영상 및 DSM을 제작

할 수 있다. Photoscan은 현재 상용화된 드론전용 소프트웨어 중 편의성이 높은 SW 이며, ContextCapture는 무인비행체로 

촬영된 항공사진뿐만 아니라 사진측량용 카메라로 촬영된 항공사진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개의 SW를 이용해 각각 공간정보를 생성하고, 품질 분석을 수행하였다. 품질 분석에는 정사영상, DSM을 이

용한 위치정확도 평가와 정사영상 및 DSM의 육안판독을 통한 비교 및 3D mesh의 텍스쳐 매핑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수행

하였다.

Agisoft Photoscan을 이용한 공간정보 생성

Photoscan을 이용한 공간정보 생성은 항공사진 입력, 카메라 정보 입력, 지상기준점 입력, 번들 조정, 공간정보 자동 생성 

순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Fig. 10과 같은 정사영상, Fig. 11과 같은 DSM, Fig. 12와 같은 3D mesh가 생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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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Orthoimage(Photoscan) Fig. 11. DSM(Photoscan)

Fig. 12. 3D mesh(Photocsan)

Bentley ContextCapture를 이용한 공간정보 생성

ContextCapture를 이용한 공간정보 생성은 항공사진 입력, 카메라 정보 입력, 지상기준점 입력, 항공삼각측량, 번들 조정, 

공간정보 자동 생성 순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Fig. 13과 같은 정사영상, Fig. 14와 같은 DSM, Fig. 15와 같은 3D mesh가 

생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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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rthoimage(ContextCapture) Fig. 14. DSM(ContextCapture)

Fig. 15. 3D mesh(ContextCapture)

공간정보의 품질 평가

위치정확도 평가

위치정확도 평가에는 정사영상을 이용한 평면위치에 대한 Root Mean Square Error(RSME)와 수직위치에 대한 RSME 

계산을 통해 수행하였다.

Photocsan을 이용해 생성된 공간정보의 위치정확도 평가 결과 Table 4와 같이 수평위치오차의 RMSE가 ±0.052m, 수직

위치오차의 RSEM가 ±0.080m로 나타났다. ContextCapture를 이용해 생성된 공간정보의 위치정확도 평가 결과 Table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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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수평위치오차의 RMSE가 ±0.056m, 수직위치오차의 RSEM가 ±0.071m로 나타났다. 무인항공영상 데이터를 무인항

공사진측량 SW로 해석하여 생성된 공간정보인 정사영상 및 DSM의 위치정확도 분석 결과 무인비행체로 촬영된 항공사진 

GSD의 약 1~2 pixel 정도의 오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인항공사진측량 SW에 따라 정사영상 및 DSM의 위치정

확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sult of accuracy analysis (Photoscan) Table 5. Result of accuracy analysis (ContextCapture)

NO dX dY dZ dL NO dX dY dZ dL

1 -0.063 0.004 -0.067 0.063 1 0.022 0.037 -0.091 0.043

2 -0.059 -0.038 0.005 0.070 2 0.034 0.021 0.052 0.040

3 -0.001 0.003 0.008 0.003 3 0.016 -0.074 -0.159 0.076

4 0.077 0.034 -0.159 0.084 4 0.013 0.034 0.018 0.036

5 -0.023 -0.033 -0.022 0.040 5 0.041 0.046 0.006 0.062

6 0.019 -0.048 -0.022 0.052 6 -0.057 -0.016 -0.053 0.059

7 -0.005 -0.033 -0.161 0.033 7 0.076 -0.010 -0.060 0.077

8 -0.009 0.044 -0.029 0.045 8 -0.041 0.053 -0.044 0.067

9 0.025 0.013 0.009 0.028 9 -0.006 -0.008 -0.029 0.010

Average 0.031 0.028 0.054 0.047 Average 0.034 0.033 0.057 0.052

RMSE ±0.041 ±0.032 ±0.080 ±0.052 RMSE ±0.040 ±0.039 ±0.071 ±0.056

 

정사영상의 정성적 분석

정사영상의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Fig. 16과 같이 1:1,000 수치지도와 중첩을 통해 도로선, 건물의 경계 등의 일

치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Photoscan 및 Contextcapure를 이용해 생성된 정사영상이 모두 수치zz지도의 도로 선, 건물

의 경계 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Photoscan B. ContextCapture

Fig. 16. 1:5,000 digital map and orthoimage over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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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의 정성적 분석

DSM의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Photoscan 및 ContextCapture로 생성된 DSM을 육안판독 하

였다. 그 결과 Fig. 17A, B와 같이 건물, 식생 등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인비행체를 이용해 촬영된 

항공사진의 매수가 적은 연구대상지역의 외곽에서는 Fig. 17C, D와 같이 DSM이 생성되는 영역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인비행체를 이용해 무인항공영상 데이터 취득 시 대상지역보다 넓은 지역에 대하여 데이터를 취득하

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 building(photoscan) B. building(ContextCapture)

C. Outskirts of a study area(photoscan) D. Outskirts of a study area(ContextCapture)

Fig. 17. Qualitative analysis of DSM

3D mesh의 텍스쳐 매핑 평가

3D mesh의 텍스쳐 매핑 정확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텍스쳐 매핑 결과를 가시적으로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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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항공사진측량 SW로 생성된 3D mesh를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확대해 가시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Photoscan은 건물

의 경계, 창문 등이 뭉개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8). ContextCapture로 생성된 3D mesh를 확대하여 가

시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교적 건물의 경계, 창문 등의 텍스쳐 매핑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9).

Fig. 18. 3D mesh Zoom in(Photoscan) Fig. 19. 3D mesh Zoom in(ContextCapture)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저가형 무인비행체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지역의 무인항공영상 데이터를 취득하고, 무인항공사진측량을 

수행하기 위한 상용 SW인 Photocan과 ContextCapture를 이용해 공간정보인 정사영상, DSM 및 3D mesh를 생성하고, 품질

을 분석함으로써 SW에 따라 생성되는 공간정보의 품질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정사영상 및 DSM의 수평위치오

차의 RSME가 Photocsan은 ±0.052m, ContextCapture는 ±0.056m, 수직위치오차의 RSME가 Photoscan은 ±0.080m, 

ContextCapture는 ±0.071m로 나타나 위치정확도의 오차는 GSD의 약 2배 이내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D의 텍스처 매핑에 대한 품질분석 결과 ContextCapture가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무인비행체

를 이용한 공간정보 생성 시 정사영상 및 DSM이 요구되는 작업인지, 3D mesh가 요구되는 작업인지에 따라 SW를 다르게 

선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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