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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상사진을 이용한 해안사구의 단면 측정
김민호

The Measurement of Coastal Sand Dune' s Profile

using Digital Terrestrial Photographs
Kim , MinHo

요약 : 사진측량은 지형의 정량적인 공간정보를 수집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해안사구의 단면을 측정하기 위해 기
존에는 수준측량을 이용하였으나 사진측량으로 효율적인 단면 측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측량용

디지럴 사진기로 촬영된 지상사진의 입체쌍 자료로부터 사진측량을 통해 해안사구의 고도값을 계산하였다. 연구에
펼요한 자료의 획득을 위해 Canon Digital IXUS 300 사진기， 기포관， 삼각대， Total Station 등을 이용하였다.
변들조정과 공간교차 이론 등을 통해 계산된 해안사구의 고도값과 실제 측량에 의한 고도값의 오차는 10cm 이내

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안사구의 3차원 위치를 계산하는데 펼요한 기준점의 임계치가 6개로 나타났다.
주요어 : 해안사구， 비측량용 디지털 사진기， 지상사진， 입체쌍， 번들조정， 공간교차 이론

Abstract : Photogrammetric method has been used to acqurie quantitative spatial data. Conventionally
leveling method was main methodology in measuring heights of coastal sand dune. But photogrammetric
method can measure it efficien t1y. Non-metric digital camera was used to take stereo pairs of terrestrial
photograph, and heights was calculated through photogrammetric method such as bundle adjustment and
space intersection. There were many instruments in acquiring data; Canon Digital IXUS 300, a small
bubble tube , camera tripod , Total Station. The error between calculated heights and surveyed heights was
estimated around 10cm, and the proper number of GCPs was estimated around 6 in calculating planimetric
coordinate and vertical coordinate of coastal sand dune.
Key words : costal sand dune, non-metric digital camera, terrestrial photograph , stereo pairs, bundle
adjustment , space inter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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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상사진을 이용한 해안사구의 단면 측정

I. 서

수 있다. 또한 근거 리 사진측량 (close range

로

photogrammetry) 1) 기 법을 통해 소규모 지 역 의
고도값(height value)을 측정하는 경우 연구자

가 직접 촬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비교적 주

1. 연구배경과목적

변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할 수
지형의 단면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측량

있는장점이 있다.

기기를 이용한 수준측량이 일반적으로 활용되었

이 연구의 목적은 비측량용 디지럴 사진기로

다. 해빈지형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연구에서도

촬영된 지상사진의 입제쌍(stereopairs) 으로부

수준측량Oeveling) 이 이용되 어 왔다(Plant and

터 해안사구의 고도값을 측정하는데 있다. 구체

Griggs , 1992). 국내의 연구에서 해안사구 지형

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 변화량을 조사하기 위해 광파측거 기 (Total

첫째， 디지털 지상사진을 자료로 하는 근거리

Station)를 이용하여 특정 측선 (transect) 에 대

사진측량이 해안사구의 고도값측정을 위해 적절

한 수준측량을 실시하였다(류호상， 200 1). 그러

한가를 검토한다.기존에는 광파측거기로 측선측

나 수준측량에는 여러 기자재가 필요하고， 최소

량을 실시하여 해안사구의 고도값을 측정하였으

2 인 이상의 연구자를 필요로 한다. 정량적인 공

나， 시간과 노동 측면에서 비용이 컸다. 이 연구

간정보를 수집 하는사진측량(photogrammetry)

에서는 실측방법에 비해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을 이용하면 한 사람의 연구자가 사진기만을 이

사진측량 연구를 수행하고 사진의 입체쌍으로

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부터 계산된 특정 지점의 고도값과 실측값을 비

인해 사진측량은 수준측량에 비해 비용효과 측

교한다.

둘째，지형 단면의 특정 지점에 대한 고도값을

면에서 효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사진측량 분야에서는 지형의 3 차원 위치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항공삼각측량

(planimetric and vertical coordinates)를 획

(aerotriangulation)을 통해 지 형 의 3차원 위 치

득하기 위해 주로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을 활용

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자료는 주로 항공사진이나

‘규모 (scale)’ 와 ‘시기 (time)’ 의 문제가 발생한

위성영상이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특정 지점

다. 즉 공간 해상도와 비용 측면에서 소규모 지

이 아닌 대상지역 전체에 대한 위치 정보를 산출

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부적합하고， 특정

한다. 한편 해안사구의 단면을 측정하기 위해 지

시점에 대한 자료를 얻는데 어려웅이 있다. 지상

상사진을 주 자료원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거

사진 (terrestrial photographs)을 자료로 이용

의 없는실정이다 2)

셋째， 해안사구를 대상으로 번들조정 (bundle

하는 사진측량 기법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1) 근거리 사진측량은 100m 이내의 공간범위틀 갖는 대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진기룹 측정대상에 근접시켜 촬영하는 가법이다
(Cooper , M. A.R. and Robson , S. , 2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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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적정 기준

사진측량을 이용하여 해안지형의 변화량을 측

점의 임 계치 (threshold)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

정하는 연구는 해수면 변동과 이에 따른 해안침

반적으로 항공삼각측량에는 최소 3 개의 기준점

식의 우려로 국외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 필요하나(Wong， 1986), 이 연구에서와 같이

Holman 등 (199 1)은 단일 비디오영상(single

정밀한 입력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번

video image)으로부터 해빈단면의 3차원 위 치

들조정에 펼요한 기준점의 수가 다르게 나타날

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Holman 등은

수있다.

단일 비디오영상으로부터 고도값을 측정하기 위

해 추가적인 정보로서 소방호스나 기다란 막대

2.

연구동향과방법

의 그림자 등과 같이 해빈을 가로지르는 표시선
을

인 위 적 으로

부 여 하 였 다 . Plant 와

근거 리 사진측량은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정

Holman(1997)은 단일 비디오영상을 자료로 조

밀계측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건축물이나 고

간대 지역의 해빈단변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

유물의 기록， 교통사고의 재현 등을 위한 법정분

하였다. 위의 연구에서는 인공구조물에 비디오

야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Fraser ， 1998). Ji 등

를 경사지게 설치하여 해빈의 단면을 촬영하였

(2000)은 근거리 사진측량을 이용하여 완성된

다. 촬영된 단일 비디오영상을 자료로 근거리 사

기계부품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Clark 등

진측량기법을 수행하여 해빈 단면의 고도값을

(2000)은 비측량용 디지털 사진기를 통해 지상

측정하였다.

에서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여 수목 줄기의 지름

이와 유사한 국내 연구는 김백운 등 (1998) 에 의

과 부피를 측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효성(1999)

해 수행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비측량용 아날

은 Kodak DCS 420 디지털 사진기로 촬영된 사

로그 사진기로 촬영된 사진으로부터 사진측량기

진의 입제쌍으로부터 암석 표면의 거칠기를 측

법을 이용하여 해빈의 단면을 측정하였다. 단일

정하였다.

사진 (single photo)으로부터 단면의 고도값을

지상사진을 자료로 이용하는 근거리 사진측량

측정하기 위해 방사방향의 렌즈 왜곡을 보정하

은 지형의 3차원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Merel

는 비측량용 사진기의 오차모형을 사진측량 기

과 Farres(1998)는 사진측량 기법을 이용하여

법에 적용하였다.

1m 이하의 연구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의 미세

경사 비디오영상과 경사사진을 이용하여 사진

기복 (microrelief) 변화를 측정하였다. Warner

측량을 수행하는 연구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와 Reu te buch (1999)는 35mm Minòlta 사진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로 촬영된 입체사진으로부터 대상 지역의 DEM

첫째， 사진측량 분야에서 3차원 위치는 일반적

을 제작하고， 토양의 침식량을 측정하였다.

으로 중복 촬영된 영상의 입체쌍으로부터 얻어

2) 캐나다 Eos System사의 Photomodeller Pro. 미국 3D Consturction사의 3D Builder Pro 능 몇 개의 사농화된 근거리 사
진측량 시스템이 상용화되어 있다(Fraser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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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다. 해빈단면의 고도값을측정하기 위한

〈그림

1-1) 연구 흐름도

선행연구에서는 단일 비디오 영상과 단일 사진
을이용하였다.

예비실험

둘째， 경사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외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경사사진 촬영을 위해 인공구
조물을 설치하거나 연구 지역 주변에 높은 지형

4

지물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발생한다.

오차측정

셋째， 근거리 사진측량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인 비디오 영상의 해상도가 낮고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다. 비디오 영상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
털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사진에 비

해 공간 해상도가 낮게 나타난다.
넷째， 필름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사진기는 사
진좌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즉 필름의 변
형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필름 또는

인화된 사진을 스캐닝하여 디지털 자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진의 X.Y 수평축에 대한 비직교성으

해안사구의 고도값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 흐름

로 인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은

도는 위의 〈그림 1- 1)과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영상점의 위치(i mage coordinates)를 변화시켜

다음과같다.

첫째， 본 실험 이전에 에비 실험을 수행한다.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측량용 디지럴 사진기로 촬영

지상에 설치된 삼각대에 디지털 사진기를 설치

된 지상사진의 입체쌍으로부터 해안사구의 고도

하고， 사진기에 부착식 기포관을 설치하여 지상

값을 측정하였다. 지형의 3차원 위치는 번플조정

사진의 입체쌍을 획득한다. 예비 실험은 본 실험

(bundle adjustment) 과 공간교차이 론 (space

에 필요한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구현된 번들조

intersection) 등의 사진측량 이론으로 계산하였

정과 공간교차 프로그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 번들조정 과정은 각 사진의 외부표정요소3)

수행한다.

기준점의 영상좌표와 지상좌표를 필요로 한다.

둘째， 해안사구 단면의 고도값을 계산하기 위한

이러한 자료를 측정하기 위해 광파측거기 (Total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구현될 프로그램은 기준점

Station : SOKK1A SET5FS), 사진기 삼각대，

(ground control points) 과 미 지 점 (unknown

기포관 등을 이용하였다.

points) 의 영상좌표를 획득하는 모률과 번들조정

3) 외부표정요소는 사진을 촬영할 당시의 사진기 자세 (attitude)와 렌즈 중섬의 3차원 위치룹 의미한다. 사진기 자세는 X, Y
축에 대한 렌즈 중심의 회전량이고， 렌즈 중심의 3 차원 위치는 실세계 지상좌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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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고 3차원 위치를 계산하는 모률 등으로

〈그림

1-2)

(2002. 3)

연구 지역

구성된다.
셋째， 연구지역의 해안사구를 대상으로 본 실

쇄*

힘을 수행한다. 본 실험에서는 지상사진을 촬영

,

0.:

하기 위해 디자털 사진기， 삼각대， 기포관을 이
용하고， 광파측거기로 기준점과 미지점에 대한

0

0.3

o.()

3

차원 지상좌표를 측정한다.
넷째， 디지털 사진기로 촬영된 지상사진의 입
체쌍으로부터 번들조정과 공간교차 이론에 의해
특정 지점에 대한 고도값을 계산한다. 실제 측량
에 의한 고도값과 계산된 고도값을 비교한다.

3.

연구지역

해안사구 단면의 고도값을 측정하기 위해 충청

〈그림

1-3)

언구 지역의

3D

영상

남도 태안군에 속해 있는 신두리 지역을 연구지
역으로 선정하였다. 서해안 지역은 겨울철에 북
서계절풍의 영향을 받고 해안지역의 경사가 완
만하여 해안을 따라 사빈과 해안사구가 잘 발달

해 있다. 신두리 지역의 해안사구는 서 · 남해안
의 섬 지역에 비해 보존 상태가 떨어지나， 육지
부에 형성된 사구 중에서는 보존 상태가 비교적
좋은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보존 상태가 양호

하고， 교통의 접근성이 유리한 선두리 지역의 해
안사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지 역 인 신두리는 〈그림

차원 영상은 〈그림

1 -2) 와

같고， 3

1 -3) 과 같다.
〈그림

1 -2) 의

우상단에 나타난 지도에서 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구지역인 신두리 사구

지대이다. 연구를 위해 촬영 기선 (baseline) 방
향이 대략적으로 동쪽과 일치하는 지점을 선정
하여 지상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림

1 -3) 은

Landsat TM 영상과 30m 공간 해상도의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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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제작된 연구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3차원 영상이다. <그림

1 -3) 에서

f:

초점거리 (focallength)

중앙 상

단부에서 밝은 색의 띠로 보이는 부분이 신두리

공선조건식은

지역이다.

Taylor 전개를 통해 1차식으로

선형화되어 번들조정의 수학모델을 구성한다.

선형화된 공선조건식은 〈식 2) 와 같다.

11. 이론적 배경과 프로그램 개발

〈식 2)

Fo+ Vxa =b ll &ω+ b1~Ç>+ b1:Pκ -b 14 δ짜 -b 15å Y;_

1.

번들조정

-bl~Zz.+b14åX A+b 15δ 좌+-bllP0

지형의 3차원 위치 정보를 계산하기 위해 중복

Go+V:Va=b 21 δω +b 22φ +b 2찌K

촬영된 사진의 외부표정요소가 필요하다. 번들

-b 24 δ.Xz. - b25åYL

-b26δZt_+b24δX까 b 25δ YA+b26δ4

조정은 최소제곱법으로 외부표정요소와 기준점

Fo = ι-진+f달] ’ Go = Ya-Y p + f 달]

의 최확값을 결정한다. 번들조정을 위한 수학모

델은 선형화된 공선조건식과 관측방정식으로 구

-

성된다.

r=mll(XA- XL)+md κ YL)+m1iZA - ZL)

-

공선조건은 사진측량의 수식을 전개시키는 과
정에서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서 (Wolf

s=m 21 (XA- XL )+m 2 i κ YJ+m 2i ZA- ZL)

and

q=m31 (XA- X )+m3iYA- 까)+m션(ZA - Z,)
,-

Dewi tt , 200 0), 촬영 당시 지상의 한 점과 이에
선형화된 공션조건식 이외에 번들조정 수학모

대응하는 사진상의 점 렌즈 중심이 하나의 직선

상에 있어야 하는 기하학적 관계를 설명해준다.

델은 외부표정요소와 기준점의 관측방정식을 필

이러한 공선조건을 나타내는 관계식은 〈식 1)과

요로 한다. 관측방정식의 일반화된 형태는 〈식

같다.

3) 과 같고， 이에 따라 기준점과 외부표정요소의

관측방정식을 구성한다.
〈식

1)
〈식 3)

-

LI

X_= X_- (1 ,mll(XA- X，)+m1 zC κ ι)+m 13 (ZA - ZL
a '.p 시 … I(XA - XL)+m3zC YA- ι)+m33(ZA - ZL)

v: 측정값잔차，L1 U: 보정값
[f: 미지수의 초기 근사값， U: 관측값

Lm21 (XA- XL)+m2zC κ - 까)+m23 (ZA - ZL) I
I …I(XA - XL)+m3zC YA- 간)+m3 i ZA - ZL) I

Ya=Yp-fl
l' )

v- L1 U= [f -U

I

"7

Xp , Yp : 주점 이통량(offset

1 7 \ . ___

1 '7

번들조정의 연산에는 사진좌표， 지상좌표， 외부

of principal point)

표정요소등실제 측정된 값이 입력된다. 실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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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정밀도는 측정값의 분산과 관련이 있고， 측

〈식 5) 를 통해 외부표정요소의 보정값 를 계산

정값의 분산은 가중치 (weight)와 역의 관계를 보

한다. 번들조정이 반복연산을 수행하므로， 각 연

인다. 연산에 적용되는 가중치 행렬은 자료의 분

산과정에 계산된 외부표정요소의 보정값은 연산

산-공분산 행 렬 (variance-covariance ma trix)

수행전의 외부표정요소에 더해진다. 외부표정요

과 단위 가중치 의 분산 (variance of unit

소의 최확값을 결정하기 위해 반복연산의 수렴

weight)으로 구성된다(Wong， 1984).

기준이 필요하다. 단위 가중치의 표준오차(mo)

단위 가중치의 분산을 (l4) 이라 할 때， 가중치
행렬의 일반화된 형태는 〈식 4) 와 같다. <식

를 통해 번들조정의 반복연산이 종료된다

(Wong , 1984). 단위 가중치의 표준오차는 〈식

4)

에 따라 사진좌표， 지상좌표， 외부표정요소의 가

6) 과같다.

중치 행렬을 구성하여 반복연산에 적용한다.
〈식 6)
〈식 4)

매 ~[將l~괜Jivu1W꽤

w= ~(I) l
E: 분산-공분산행렬

±많ji 특T뱀+화EWlC+최 CiTWi젝

번들조정이 최소제곱법으로 풀이되므로， 조정

을 위한 수학모델은 정규방정식 (normal

equation)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산상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 1)에서 〈식 5) 까

의 편의와 연산과정에서 컴퓨터 메모리 사용을

지의 관계식으로 번들조정을 위한 수식을 전개

줄이기 위해 정규방정식을 축약정규방정식으로

하고， <식 6) 을 통해 반복연산을 종료시김으로

변환한다(Wong， 1984). 축약정규방정식은 〈식

써 각 사진의 외부표정요소에 대한 최확값을 계

5) 와같다.

산한다.

〈식 5)

2.
SL1 =E

번들조정에 의해 결정된 사진의 외부표정요소
는 지형의 특정 지점에 대한 고도값을 계산하기

s= 최 [NF꾀 (Nj+~)-I피T]+W

위해 공간교차와 관련된 수식에 입력된다. 공간
교차 관계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보

E= 최 [κ-π(시+~)-I(κ-~C)]-WC

4)

공간교차

다 정확한 해는 공선조건식을 이용한 최소제곱

단위 가중지 분산에는 임의의 값이 부여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보 1 의 값윤 부여한q(W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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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해 계산될 수 있다(박병욱 199 1). 번들조

좌측 영상과 우측 영상 각 화소의 밝기값(DN;

정에 의해 각 사진의 외부표정요소가 결정된 이

digital number) 간 상관관계를 통해 중복 촬영

후， 공선조건식으로 미지점에 대한 3차원 위치를

된 영상의 입체쌍 내부에 위치한 동일 지점을 결

결정할 수 있다(Ghosh. 1988). 지상점을 미지수

정한다. 영상정합 이후 동일 지점에 대한 좌 · 우

로 하여 공선조건식을 전개하면， <식 7) 과 같다.

측 사진좌표를 이용하여 해당 지점의 3차원 위치

정보를 계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
〈식 7)

사한 밝기값을 보이는 해안사구를 대상으로 영

Xi Xu xm3/+ j xmll ) +Y、(~ xm32+j xm/ 2) +

상정합 과정을 수행하는 경우 부정확한 결과를

Z、(Xa

초래할 수 있다(Eleveld. M.

xm.13+j xm13)

A. .1 999).

이 연구는 해안사구라는 지형을 대상으로 촬영

=xiXL xm.l/+ι x mJ2+ZL xm3) +j( XL X f1l//+까 x

된 지상사진을 이용하고

m12+ZL xmd

기존의 측선 측량

(transect survey)을 대제하기 위해 단면상 특
YiYa xn간/+jxm21 )+y'、(y이

정 지점에 대한 고도값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

xm32 +j xm22 ) +

Z\( Ya xm.13 +j X~3)

램을 필요로 한다. 또한 사진기 검정자료가 제공

=yj XL xm.l/+ YL xm32+ZL x n상) +j( 까 X f1l21+까 x

되지 않는 비측량용 디지털 사진기를 이용하여
지상사진을 촬영한다. 이 연구에서는 번들조정

m22+ZL xm23 )

으로 각 사진의 외부표정요소를 결정하고 단면
지상좌표를 미지수로 전개한 〈식 7) 은 외부표

의 고도값을 계산하기 위해 영상 정합의 과정을

정요소， 영상점， 그리고 사진기의 초점 거리 등

거치지 않고 각 사진의 외부표정요소와 측정지

으로 구성된다. 각 미지점에 대한 두 쌍의 사진

점의 사진좌표를 공선조건식에 대입하여 3차원

좌표， 각 사진의 외부표정요소와 초점 거리를

위치를 측정한다. 번들조정 과정에는 비측량용

<

식 7) 에 대입하면 네 개의 방정식이 구성된다.

디지털 사진기의 화소 크기를 입력해야 한다. 이

구성된 방정식을 최소제곱법에 의해 풀이함으로

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고도측정 프로그램은

써， 각 미지점의 3차원 위치를 결정하여 고도값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표정점의 사진좌표를 확

을계산할수있다.

인해 주는 모률， 외부표정요소와 고도값을 계산

하는 번들조정 모률로 구성되었다.

3.

고도값 측정 프로그램 개발

11 1. 해안사구의 고도값 측정 실험

영상자료로부터 지형의 3차원 위치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
용 소프트웨어는 표정과정 (orientation

procedure) 을 거 친 후 영 상정 합(i mage

지상사진의 입체상으로부터 해안사구 단면의

matching) 과정을 수행한다. 영상 정합 과정은

고도값을 측정하기 위해 예비 실험과 본 실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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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수행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Canon사의

111-2)

(2002. 3)

실험에 사용된 기포관

Digi tal IXUS 300 사진기 , 삼각대，

기포관， 광파측거기， 나침의， 표정점， 측량핀 등
을이용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용된 Canon사의

300

Digital IXUS

사진기는 비측량용으로서 사진기 검정자료

가 제공되지 않는다. 공학분야에서는 정밀계측을
위해 측량용 사진기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측량용 사진기는 사진기 검정자료를 제공하고 있
으며， 비측량 사진기에 비해 왜곡이 적게 나타난
기준점과 미지점의 위치를 사진상에서 확인하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주변에서 쉽게

기 위해 대상지역에 표정점을 설치하였다. 예비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표정점과 본 실험에서 사용된 표

예비 실험과 본 실험에서는 초점거리 35mm로
사진을 촬영하였고 디지털 사진을

크기로 기록하였다. 촬영된 사진은
이스와

Adobe

정점은 각각 〈그림

1600x 1200
USB 인터페

Photoshop을 통해 컴퓨터 로 전

〈그림

송되어 영상파일로 저장하였다.

1[ -3) 과 〈그림 1[ -4) 와같다.

111-3)

표정점(예비 실험)

삼각대와 기포관을 이용하여 ω'， K 의 회전량을 대
략

O。 로

조정한 상태에서 대상지역을 촬영하였

고， 광파측거기를 통해 φ의 회전량을 측정하였다.

I

2.7cm

각 사진 렌즈 중심의 지상좌표와 사진에 나타난 지

점의 지상좌표도광파측거기를통해 측정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사진기와 기포관은 각각 〈그림

닝

h

2.7cm

1[-1), <그림 1[ -2) 와 같다.
〈그림

111-1) Digital IXUS 300

사진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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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점(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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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실험에 사용된 표정점은 종이를 재료로

4개의 표정점을 설치하였다. 수평방향의 표정점

하여 제작하였고， 본 실험에 사용된 표정점은 음

은 수직거리가 같도록 설치하였고， 수직방향의

료수의 병마개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지형을

표정점은 수평거리가 같도록 설치하였다.

대상으로 사진측량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사진

디지털 사진기 화소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상에 나타난 각 표정점의 크기는 대상지역의 기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실제 거리와 사진상에

울기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촬영지역의 전제

나타난 거리를 측정하였고

부분에서 식별이 쉽도록 표정점의 크기를 결정

설치된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실험결

하였다.

과 연구에 시용된 디지털 사진기 한화소의 크기
는 대략

1.

벽면에서 사진기가

2.1x10- 5m 로 나타났다.

화소크기 측정

2.

예비 실험

화소 단위로 측정된 사진좌표를 번들조정과 공
간교차 과정에 입력할 때 사진좌표를 물리적인

(1 ) 실험 요건

거리 단위로 변환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위

해 실험에 사용된 Canon Digital IXUS 300 사

예비실험은 본 실험전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진기의 개별 화소 크기를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

점검하고， 구현된 프로그램의 안정화를 위해 수

되어 관련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 -::-5) 는

행하였다. 필요한 장비를 이용하여 2001 년 9 월

화소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이다.

14 일 서울대학교 대운동장 부근에서 실험을 수
행하였다. 1:2,000 축척의 수치지도에서 대상

〈그림

111-5)

지역의 지상좌표를 측정하기 위한 국지 기준점

화소 크기 결정을 위한 사진

을선정하였다.

대상지역의 촬영시에는 Canon Digi tal IXUS

300 사진기를 삼각대에 설치하여 안정화시켰고，
삼각대의 기포와 부착식 기포관으로 렌즈 중심

의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회전량인 뼈} K 가
0。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사진 촬영지점과 측정
지점간 거리는 5m정도로 설정하였다. 죄측 사진

과 우측 사진을 촬영할 때마다 측량핀과 광파측

거기를 일직선상에 위치시켜 방위각을 측정하였
다. 사진축의 회전량은 측량핀과 광파측거기의
위치를 연결시킨 가상의 선상에 사진기의 광축

〈그림 ][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내의 벽면

을 위치시켜 측정할 수 있었다. 각 표정점과 렌

에 수평방향으로 2 개와 수직방향으로 2개 등 총

즈 중심의 지상좌표는 광파측거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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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7)

예비 실험 지역(좌측 사진)

〈그림

111-8)

예비 실험 지역(우측 사진)

대상지역을 촬영하기 위한 사진기와 광파측거
기， 기준점과 미지점의 분포， 방위각 측정을 위
한 표식의 위치는 〈그림 1[ -6) 과 같다.

〈그림

111-6)

예비 실힘을 위한 환경 설정

Z

o

1흑 회견양융 혹정하71 위한 g씩

口 사정기

(2)

.팡파a거기

사진좌표

예비 실험에서는 〈그림 1[ -6) 과 같은 실험 환

경에 따라 서울대학교 대운동장 부근의 언덕을
대상으로 지상사진의 입체쌍을 촬영하였다. 사

번들조정과 공간교차 모률에 입력되는 기준점

진촬영지점과 측정지점간 거리는 5m로 설정하

과 미지점에 대한 사진좌표 측정은 연구를 위해

였다. 디지털 사진기로부터 컴퓨터로 전송된 대

구현된 사진좌표 확인 모률에서 이루어졌다. 화

상지역의 좌 · 우측 사진은 〈그림 1[ ---'7). <그림

면에 출력된 사진상의 표정점을 마우스로 클릭

1[ -8) 과같다 5)

함으로써 사진좌표가 프로그램의 중앙 하단부에
출력된다.
〈그림 1[ -9) 과 〈그림 1[ -10)은 사진좌표 확인

모률에 나타난 예비 실험 대상지역의 좌측사진
과우측사진이다.

5) 대상지역윤 촬영한 좌 · 우측 사전에서 원으쿄 표시;된 부분에 표정점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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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9)

사진좌표 확인(좌측사진)

각 표정점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사진에

나타난 표정점에 번호를 부여하였다. 기준점은
죄측열과 우측열의 표정점으로 구성되고， 미지
점은 중간열의 표정점으로 구성된다. 기준점에
는 좌측열 하단부터 1""3 번의 번호를 부여하였
고， 우측열 하단부터 4""6 번의 번호를 부여하였

다. 미지점에는 하단부터 1""4 번의 번호를 부여
하였다. 사진좌표 확인 모률로부터 결정된 좌 ·
우측 사진의 기준점과 미지점의 화소단위 사진
좌표는 〈표 1!I -1) 과 같다. 번들조정과 공간교차
〈그림

111-10)

과정에 입력되는 미터단위 사진좌표는 〈표 血-

사진좌표 확인(우측사진)

〈표

111-1)

2) , <표 1!I -3) 과 같다.

기준점과 미지점의 화소단위 사진좌표

113

-179

-446

-167

159

-168

-390

1

2

64

-100

-340

-89

107

-103

-306

I

3

25

-46

-273

-33

68

-47

-35

4

225

-178

-356

181

5

15

-33

5

164

-J03

-249

-97

6

120

-49

-17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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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2)

(2002. 3)

기준점의 미터단위 사진좌표

우혹사진

y

0.00240916

-0.00202628

-0.00950872

0.00190176

2

0.00136448

-0.00113200

0.0072488

-0.00100748

3

0.00053300

-0.00052072

-0.00582036

-0.00037356

4

0.00479700

-0.00201496

-0.00758992

-0.00204892

5

0.00349648

-0.00116596

-0.00530868

0.00109804

6

0.00255840

-0.00055468

0.00379496

0.00041884

〈표

111-3)

기준점의 미터단위 사진좌표

y
0.003339

-0.003528

-0.008190

-0.003423

2

0.002247

-0.002163

-0.006426

-0.001974

3

0.001428

-0.000987

-0.004956

-0.000735

4

0.000105

0.000315

-0.003381

-0.000693

〈표 i11 -2) 과 〈표 i11 -3) 에 나타난 기준점과 미

사진 촬영과 더불어 예비 실험에는 외부표정요

지점의 미터단위 사진좌표는 〈표 i11-1)에 나타

소， 기준점， 미지점의 지상좌표를 측정하였다.

난 화소 단위 사진좌표에 개별 화소의 물리적인

외부표정요소와 기준점의 지상좌표는 번들조정

크기인

2.1 x 10- 5 m를곱하여 계산된것이다. 조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외부표정요소의 최확값을

정 과정에 입력되는 자료의 거리 단위가 미터단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미지점의 지상좌표는 연

위로 주어지므로， 화소단위의 사진좌표를 미터

구를 통해 계산된 고도값의 오차를 확인하기 위

단위의 사진좌표로 변환하였다.

해 측정되었다. 측정된 좌 · 우측 사진의 외부표
정요소는 〈표 i11 -4) 와 같고 기준점과 미지점의

(3)

지상좌표는 〈표 i11 -5) 와 같다.

외부표정요소와 지상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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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4)

외부표정요소 측정값

좌측사전
0。

0。

42。

345.2。

0。

0。

xi

195516.921

195525 .4 70

K

44038L007

440379.636

ZL

67.895

67.995

m
@

κ

〈표

111-5)

기준점과 미지점의 지상좌표

기중잠

협

미지절

호

x
195521. 737

y

z

x

y

Z

440385.956

67.262

195522.063

440385.965

67.276

2

195522.048

440386 .4 98

67.536

195522.253

440386 .414

67.535

3

195522 .157

440386.881

67.764

195522.449

440386.856

67.763

4

195522.244

440385.712

67.241

195522.620

440387 .4 73

68.076

5

195522.548

440386.313

67.531

6

195522.663

440386.842

67.767

가중치는 측정된 자료의 분산을 이용하여 행렬

(4) 예비 실험 결과

로서 조정과정에 입력된다. 사진의 외부표정요

예비 실험을 통해 얻어진 사진의 외부표정요

소와 기준점의 사진좌표 그리고 지상좌표에 대

소， 기준점 관련 자료는 번들조정 과정에 입력되

한 가중치를 입력해야 한다. 예비 실험에는 기준

어 외부표정요소를 결정하였다. 단면 고도값은

점 사진좌표의 가중치를

외부표정요소의 최확값과 미지점의 사진좌표를

의 가중치를 1。로 부여하였다. 렌즈 중심과 기준

공선조건식에 입력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었다.

점 지상좌표 측정값에 대한 가중치에는 O.lm를

2

화소(pixel)， ω， (þ,

IC

입력하였고， 수렴을 위한 임계치로서 0.01 d를

번들조정 과정에는 외부표정요소과 기준점 측

정값 이외에， 각 측정값의 가중치가 필요하다.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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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표정요소와 오차는 〈표 lli-6) 과 같다6)

예비 실험의 측정 자료를 통해 결정된 사진의

〈표

111-6)

외부표정요소 계산값과 오차

우촉사죠I

좌혹 ^ft!
압협값

겨IH값

차

ω

0

0.0059

φ

0.733038

x

입력값

겨{산값

오차

0.0059

0

-0.0025

-0.0025

0.7242

-0.0087

-0.258830

0.2554

0.0028

0

-0.0008

-0.0008

0

-0.0001

0.0001

xi.

195516.921

195516.941

0.020

195525.470

195525 .488

0.018

YL

44038 1. 007

440380.985

-0.021

440379.636

440379.650

0.014

ZL

67.895

67.877

-0.017

67.995

68.003

0.008

번들조정 이후 결정된 기준점 지상좌표와 측정

〈표

111-7)

값과의 오차는 〈표 lli-7) 과 같다.

기준점 계산값과 오차

z

y

X
번호
겨I산값

요차

겨l싼값

오차

겨l싼앓

Q 차

19552 1. 724

-0.012

440385.958

0.002

67.265

0.003

2

195522.041

-0.006

440386.500

0.002

67.536

0.0007

3

195522 .1 49

-0.007

440386.882

0.001

67.763

0.0003

4

195522.231

-0.012

440385.711

-0.0006

67.243

0.002

5

195522.541

-0.006

440386.314

0.001

67.532

0.001

6

195522.654

0.008

440386.845

0.003

67.768

0.001

•

6) 회전량의 단위는 라디안(raidian) 이고， ^1 싱좌표의 단위는 미터 (meter) 이다. ω 와 κ의 회전량끈 부착삭 기포관과 산각대의
표릎 이용하여 0으로 조정하였으므료 0의 측정값윤 입력하였다.

-63-

;1 1

디지털 지상사진을 이용한 해안사구의 단면 측정

번들조정에 의해 결정된 외부표정요소의 회전

나， 사진촬영시 셔터를 누를 때의 압력으로 인해

량 중에서 ω， κ의 오차를 도(degree) 단위로 환

회전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산하면， 좌측사진은 x축의 회전량이 0.34。이고，

공간교차과정 이후 결정된 미지점의 3차원 좌

z축의 회전량이 -0.045。로 나타났다. 우측 사진

표와 측정값과의 오차는 〈표 1[ -8) 과 같고， 미

은 x축 회 전량이

지점 고도값의 측정값과 계산값에 대한 그래프

0

-0 .148

•

z축 회 전량이 -0.01。

는 〈그림 1[ -11) 과 같다.

로 나타났다 x축과 z축의 회전량은 기포관과 삼
각대 기포를 이용하여 O。가 되도록 조정하였으

〈표

변호

쩌상값

111-8)

계산된 미지점의 3차원 위치와 오차

y

x

오

jt

겨t산값

오쳐

겨I쌀값

오차

195522 .1 57

0.094

440385.908

0.056

67.254

-0.021

2

195522.318

0.065

440386.377

-0.031

67.511

-0.023

3

195522 .4 75

0.026

440386.794

-0.061

67.759

-0.003

4

195522.616

-0.003

440387 .4 01

-0.071

67.910

0.165

〈그림

111-11)

미지점 고도값에 대한 측정값과 계산값

고도강{단휘 :m)

‘←혹정강

68.2

67.8

67 .4

깨산강

표깜촌

68

67.6

•.-

Z

67.2

67
66.8
2

3
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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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J[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지점 4 번의

고도값을 제외한 1,
차는

〈그림

111-13)

(2002.3)

신두리 해안사구(우측사진)

2, 3 번 미지점의 고도값 오

2cm 정도이다. 김백운 등 (1998) 과

Holman등(199 1)은 단일 비디오 경사영상을 이
용하여 해빈의 단면 고도값을 lO cm 정도의 오차

로 계산하였다. 오차가

16cm 인 미지점 4 번은

기준점으로 조정되는 범위 외부에 위치했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안사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실

험에서는 모든 미지점의 위치를 기준점 내부로
위치시켰다.

(1)

사진좌표

해안사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실험에서는 단면

3. 본실험

측정 오차뿐만 아니라 연구에 필요한 적정 기준
해안사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실험은 예비 실

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 22개의 표정점을 설치

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외하고， 동일한 방식

하였다. 사진좌표 확인 모률에 불려진 신두리 해

으로 수행하였다. 실험은 2001년 9월 26 일 신두

안사구 지 역의 좌측사진과 우측사진은 각각 〈그

리 해안사구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사진촬영

림 I!I -14) , <그림 I!I -15) 와 같다.

지점과 측정지점간 거리는 10m로 설정하였다.

Canon Digital IXUS 300 사진기를 통해 촬영

〈그림

된 해안사구의 좌측사진과 우측사진은 각각 〈그
림 J[ -12) 와 〈그림 I!I -13) 이다 7)

〈그림

111-12)

신두리 해안사구(좌측사진)

7) 해안사구에 설치된 각 표정점은 사진의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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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15)

사진좌표 확인 모률을 통해 결정된 각 표정점

사좌표 확인(우측사진)

의 화소단위 사진좌표는 〈표 1II """"9) 와 같고 미
터단위 사진좌표는 〈표 1II -l0) 과 같다.

〈표 1II-c-9) 표정점의 화소 단위 사진좌표

-66-

地理學論훌훌 제39호

〈표

nx-lτ4 한훌

~.(펄 i펴

x

111-10)

(2002.3)

표정점의 미터 단위 사진좌표

좌훌 사진

우출 사진

y

x

y

0.00294

-0.00417

-0.00720

-0.00661

2

-0.00048

-0.00186

-0.00539

-0.00386

3

-0.00298

-0.00050

-0.O0449

-0.00237

4

-0.O0514

0.00144

-0.00317

-0.00023

5

-0.00636

O.O0270

-0.O0277

O.O0109

6

-0.00682

O.O0378

-0.00201

O.O0218

7

0.00669

-0.00357

-0.00329

-0.00623

8

0.00426

-0.O0163

-0.O0134

-0.00392

9

0.00186

-0.0O044

-0.O0037

-0.O0243

10

-0.00067

0.00138

O.O0021

-0.00033

11

-0.00195

0.00306

0.00094

0.00149

12

-0.00214

0.00434

0.00203

0.00287

13

0.01194

-0.00361

0.00100

-0.O0680

14

0.0085o

-0.00123

0.00323

-0.00367

15

0.00732

0.00008

0.00499

-0.00199

16

0.00527

0.00184

0.00579

0.0O014

17

0.00411

O.O0340

0.00669

O.O0195

18

0.00321

0.00462

0.00716

O.O0336

19

-0.00588

O.O0018

-0.00537

-0.00153

20

-0.O0770

0.00199

-0.00451

O.00031

21

0.00903

O.O0073

0.00783

-0.00123

22

0.00640

0.00327

0.00844

0.00182

파측거기를통해 측정된 각표정점의 지상좌표는

(2) 외부표정요소와 지상좌표

〈표 ill-n) 과 같고， 외부표정요소는 〈표

해안사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실험애서도 각 표

와같다.

정점을 구분하기 위해 번호를 부여하였다. 표정

점의 번호는 좌측에서 두번째 열이 1"'6 번이고，

세번째 열이 7"'12 번 네번째 열이 12"'18번이다.
첫번째 열에는

19, 20의 변호를 부여하였고， 다

섯번째 열에는

21 , 22의 변호를 부여하였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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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川 -1 1) 표정점의 지상좌표
변 호

x

y

z

128369.685

372035.207

4.718

2

128369.660

372036.339

4.961

3

128369.580

372037.620

5.117

4

128369.449

372039.222

5.501

5

128369.368

372040.388

5.850

6

128369.327

37204 1. 552

6.220

7

128370.317

372035.018

4.793

8

128370.528

372036059

4.994

9

128370.562

372037210

5.1 54

10

128370.368

372038_650

5.4 95

11

128370.469

372039.936

5.947

12

128370.663

372040913

6.395

13

12837 1. 118

372034.726

4_799

14

128371. 194

372035877

5.030

15

1283 71. 391

372036_740

5.236

16

12837 1. 617

372038096

5.602

17

1283 71. 756

372039.319

6.040

18

128372.057

372040.343

6.4 63

19

128369.081

372038.384

5.238

20

128368.762

372039_902

5.648

21

128371. 973

372037.045

5.357

22

128372.391

372038.676

5.978

〈표

111-12)

외부표정요소 측정값

좌측사진

우측사진

ω

0

0。

φ

19

353 .1。

κ

0

0

XL

128367.900

1283 71. 343

K

372030.736

372030.559

ZL

5259

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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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사진좌표의 가중치를

(3) 해안사구 고도 측정 결과

2 화소(pixeD ω， (þ, K,

등 회전량에 대한 가중치를
해안사구의 고도값 측정은 예비 실험과 동일한

(nodal point

(2002.3)

t , 사진

촬영 지점

location) 과 각 기준점의 가중치

방식으로 번들조정과 공간교차 과정에 의해 수

를 O.05m로 부여하여 조정을 수행하였다. 수렴

행되었다. 1, 4, 6, 13 , 16 , 18번 등 6개의 표정

을 위한 반복연산의 기준으로서 임계치

점을 기준점으로， 8"'12 번까지의 표정점을 미지

을 이용하였다. 번들조정에 의해 결정된 각 사진

점으로 이용하였다. 번들조정 과정에는 각 측정

외부표정요소의 값과 측정값의 오차는 〈표

값에 대한 가중치를 입력하여야 한다. 본 실험에

13) 과 같다.

〈표

111-13)

o.old

외부표정요소 계산값과 오차
우혹사진

좌측샤잔
업력값

껴I싼값

입력값

져f산값

않차

ω

0

-0.0024

-0.0024

0

-0.0012

0.0012

φ

0.3316

0.3290

-0.0022

-0120427

-0 .1 207

0.0002

.2.

차

K

0

0.002967

0.0029

0

-0.00001

-0.00001

xí

128367.900

128367.906

0.006

128371. 343

128371. 346

0.003

yt

372030.736

372030.734

-0.0019

372030.559

372030.561

0.002

Zl

5.259

5.259

0.0004

5602

5.602

0.0006

I

는 〈표 ill-14) 와 같이 나타났다.

번들조정 이후 계산된 기준점의 계산값과 오차

〈표 川 -14) 기준접 계산값과 오차

번호

쩨셨값

x

z

y

오 j~

겨f싼값

요 차

겨t산값

요 차

128369.670

-0.014

372035.208

0.001

4.721

0.003

4

128369.447

-0.001

372039.221

-0.000

5.4 98

0.002

6

128369.325

-0.001

37204 1. 552

0.0002

6.216

-0.003

13

12837 1.133

0.015

372034.722

0003

4.801

0.002

16

128371. 613

-0.003

372038.097

0.001

5.599

-0.002

18

128372.054

-0.002

372040.344

0.001

6.45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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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교차 과정을 통해 계산된 각 미지점의 값

에 대한 측정값과 고도값에 대한 그래프는 〈그림

과 오차는 〈표 1II -15) 와 같고 각 미지점 고도값

〈표

111-15)

1II -16) 과 같다.

미지점 계산값과 오차

x

번 효

z

y
화

겨i삼값

요합

겨I산값

8

128370.4 63

-0.064

372036.037

-0.021

.2

쳐!싼값

.2 홍t

4.973

-0.020

9

128370A72

-0.089

372037 .1 28

-0.089

5.1 45

-0.008

10

128370.415

0.047

372038.586

0.063

5.540

0.045

11

128370.467

-0.001

372039.935

-0.000

6.042

0.095

12

128370.688

0.025

372040.893

-0.019

6.488

0.093

준측량을 실시할 때 측정 지점에 수준척 (pole)을

〈그림 川 -16) 미지점 고도값에 대한 측정값과 계산값

고정시커는데， 지반이 연약할 경우 수준척의 고
고.!i.iI(단위 m)

......

7.2

"션g

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견고한 지반에 비

•1- 4 t1i1

해 측정값의 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예비

6.8

격.z!:.펀

6.4
6

5.6

실험과 비교해 볼 때 본 실험을 통해 나타난 고
도값의 오차 분산이 큰 이유 중 하나가 지반의

.-.-

5.2 I
f- - -- - " , " " '

4.8

견고성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4 .4
4
8

9

10

11

본 실험에서 미지점 8.9.10 번의 오차는

12

5cm

이내로 나타나고 있지만 11 번과 12 번 미지점의

미 'l tI

오차는

5cm

보다 크게 나타났다. 번들조정에 입

력되는 기준점의 사진좌표는 적정 오차를 포함
〈그림 m-1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 실험에

하고 있더라도 가중치와 반복적인 연산과정을

서는 조정 범위 외부에 위치한 미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점에 대한 고도값 오차가

통해 보정이 이루어지진다. 공간교차 과정은 공

2cm 정도

선조건식을 이용하여 1회의 연산을 수행하므로，

인 반면， 본 실험에서는 최소 8mm 에서 최대

사진좌표에 포함된 오차가 보정되지 않는다. 이

95mm의 오차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실험

러한 연산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11번과 12 번

을 위한 장소의 지반 견고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미지점의 사진좌표에는

판단된다. 예비 실힘을 위한 장소는 지반이 견고

8.9. 10 번 미지점의 사

진좌표보다 큰 측정 오차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한 반면 본 실험 장소는 모래 언덕인 해안사구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렌즈에 의한 왜곡은 사진

이므로 지반이 연약하다. 실측값을 얻기 위해 수

주변부로 갈수록 크게 나타난다 8) 이러한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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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기준점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은 다

로 인해 11 번과 12 번의 사진좌표에는 8 ， 9 ， 10 번

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여 수행하였다.

의 사진좌표보다 렌즈에 의한 왜곡량이 크게 작
용한것으로보인다.

• 사진의 외부표정요소

본 실힘을 통해 나타난 단면의 미지점 8, 9,

10. 11. 12 번에 대한 측정값과 계산값의 오차는

- 좌측 사진의 띠 / cp / IC : 0

10cm 이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 실험과 유

- 좌측 사진의 XL / YL

0

사한 것으로서， 기존 해빈의 단면을 측정하는 연

0。

0

19

/

/

128367.900 /

/ ZL :

372030.736 / 5.259

구에서 보이는 결과값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 우측 사진의 ω / φ / κ : 0

수준측량을 통해 해안사구의 단면을 측정할 때

- 우측 사진의 XL / YL

0

는 대상지역의 특성으로 타 대상물에 비해 측정

/

-6.9

/

0
/

0。

128371. 343 /

ZL :

372030.559/5.602

값의 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수준
측량시 측정지점 이외의 인접지접을 교란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할한 측량이 이루

• 가중치
- 좌측 사진의 ω / φ / κ : 1

/

어지기 어렵다. 사진측량을 통해 해안사구의 단

- 우측 사진의 ω / φ / IC : 1

/

면을 측정하면 수준측량시 나타나는 위와 같은

- 좌측사진의 짜 / YL / ι O.1m / O.lm /O.1m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 우측사진의 XL / 긴 /ι O.1m / O.lm / O.1m

0

0

0

1

/

1。

r / 1。

:

:

- 각 기준점 3차원 좌표 : O.1 m / O.1 m / O.1 m
- 사진 좌표 :2 화소(pixel)

(4) 적정 기준점 수 결정을 위한 실험

번들조정을 이용하여 항공삼각측량을 수행할

실힘을 위해 227H 의 표정점 중에서 4 개의 미지

경우， 필요한 기준점은 3 개 이상이어야 한다

점과 18개의 기준점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번

기준점은 번들조정을 통해 각 사

들조정은 3 개의 기준점을 이용하여 사진의 외부

진의 외부표정요소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표정요소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187H 의 기준점

이 연구에서는 번들조정과 공간교차 과정을 통

을 이용하여 사진의 외부표정요소를 결정하는

해 해안사구 단면의 측정값을 얻기 위해 비측량

단계로 수행되었다. 각 기준점의 수에 따라 결정

용 디지털 사진기， 기포관， 삼각대， 광파측거기

된 외부표정요소를 공간교차 과정에 입력하여

등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밀한 측정

미지점의 3차원 위치를 결정하였다. 측정값과 계

자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번들조정을 수행하

산값의 오차를 이용하여 각 미지점의 3차원 좌표

기 위해 필요한 적정 기준점의 수를 파악할 필요

에 대한

성이 제기되었다.

산하였고9) ’ 전체 미지점에 대한 오차를 확인하기

(Wong , 1980).

8)

렌즈의 방사방향 왜곡은 사진의 주변부에서 최대
로 발생한다(Fryer ，

3001Jlll

RMS(Root Mean Square)

오차를 계

정도로 발생하나 집선방향 왜곡은 사진 주변부에서 최대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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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미지점의

RMS 오차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

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실험 결과 기준

점의 수가 많은 경우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계산된 미지점의

RMS

오

RMS

오차 평균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측량 이후 표정점을 설치

차를 평균한 결과는 〈그림J[ -17) 과 같다.

하는 과정에서 표정점의 위치 변동으로 인해 일

부 측정지점의 사진좌표에 오차가 발생한 것으
〈그림

111-17)

각 검사점의

RMS

로 보인다. 측정지점의 3차원 위치의 계산에는

오차 평균

외부표정요소와 사진좌표가 필요하다. 외부표정

요소는 번들조정의 반복연산에 의해 최확값으로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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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비측량용 디지멀 사진기로 촬영된
지상사진을 자료로 하여 번들조정과 공간교차

o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등 항공삼각측량이론을 통해 해안사구의 단면

18

측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해안사구의 변화량 측정을 위해 주로 수준측량

을 이용했으나， 해안사구의 단면 측정에 근거리

두 번의 실힘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오차 평균이 0.6"'0.8의 범

사진측량을 접목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 이 연구

위내에 분포한다. 실험 결과 본 연구와 유사한

에서는 해안사구를 중복 촬영한 지상사진 자료

방식으로 해안사구의 단면을 측정하는 경우 필

를 사진측량과정에 입력하여 단면의 특정 지점

요한 기준점의 임계치는 6 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

에 대한 3차원 위치를 측정하였다. 실험을 통해

다. 번들조정의 최소제곱법 특성을 고려해 보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경우

RMS

첫째， 비측량용 디지털 사진기를 통해 촬영된

기준점의 수가 많을수록 보다 정밀한 결과가 나

9) 번들조정을 이용하여 해안사구의 단면을 측정하는 이 연구에서는 각 검사점의 고도값을 대상으료 RMS 오자플 계산해야 한다
고 판단할 수 있다. 항공삼각측량에서 번뜰조정과 공간교차 과정을 통해 계산된 검사점의 X, Y, Z에 대한 각 오자가 비슷하게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득성을 고려하여 적정 기준점의 수플 결정하기 위해 각 검사전의 3차원 위치에 대한 RMS오자룹 계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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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제쌍으로부터 결정된 미지점의 고도값 오차는

촬영된 좌 · 우 영상으로부터 DEM을 생성하기

10cm 이내로 나타났다. 해빈의 단면을 측정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중복된 지

위해 경사비디오 영상을 이용한 외국의 연구와

역의 영상정합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면 비측량

아날로그 사진기를 이용한 국내의 연구 결과는

용 디지털 사진기로 촬영된 지상사진을 이용하

정도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여 연구 지역에 대한 세밀한 해상도 (fine

10cm

를 살펴볼 때 해안사구의 단면을 측정하는 방법

resolution) 의 DEM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으로서 비측량용 디지렬 사진기를 이용한 사진

또한 해안사구의 고도를 측정하기 위해 디지털

측량 기법이 기존의 수준측량 방법을 대체할 수

화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연구

있을것으로사료된다.

를 통해 실시간(real time)으로 자료를 송 · 수신

둘째， 해안사구 단면상의 특정 지점에 대한

3

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항시 관측이 가능

차원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

하고 디지털화된 자료를 송 · 수신할 수 있는 장

였다. 고도측정 프로그램은 비측량용 디지털 사

비를 이용한다면， 실시간 자료의 송신과 처리를

진기로 촬영된 지상사진의 입체쌍을 자료로 이

통해 원격지에서도 연구지역에 대한 상시 관측

용하였다. 단순 번들조정을 통해 외부표정요소

과분석이 가능할것이다.

에 대한 최확값을 계산하였고， 공선조건식을 이
용하여 측정지점의 3차원 위치를 계산할 수 있었
다. 연구를 통해 구현된 프로그램은 측정지점에
대한 3차원 위치 오차를

lO cm 이내로 측정할 수

있었다.
셋째， 이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안사구의

고도를 측정할 경우 필요한 기준점의 임계치는 6
개 정도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항측이론에서
미지점의 3차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의 기

준점 수로서 3 개를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의 자
료획득 방식은 공학분야에서 정밀한 측정장비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정밀도가 낮다. 이러한 제약
으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필요한 기준점의 임계
치가다르게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비측량용 디지털 사진기로 촬영

된 지상사진을 이용하여 해안사구의 고도를 측
정하기 위해 표정점이 설치된 지점만을 대상으

로 3차원 위치를 결정하였다. 번들조정으로 각
사진의 외부표정요소를 결정하는 과정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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