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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M 사진측량
SfM(Structure from Motion) 사진측량은 일반 카메라나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중복 촬
영한 사진을 SfM 방식으로 처리하여 BIM 설계와 시공에 이용되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및
DEM(Digital Elevation Model) 등의 3D 모델과 정사영상을 생성하는 최신 기술입니다.

RTK 스마트폰 사진측량 시스템의 특징
•안드로이드 기반의 시스템으로 사용자 휴대폰을 직접 사용합니다.
•제품이 작고 가벼워 한 손으로 잡고 작업합니다.
•모든 사진이 각각 촬영된 실제 정지사진 (스틸사진) 이므로 처리된 영상의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비디오 영상을
편집한 스틸사진이 아닙니다)
•휴대폰 카메라와 RTK 수신기가 동시 작동되므로 사진의 주점 좌표가 1cm 정확도로 촬영됩니다.
•현장에서는 네트워크 RTK를 활성화 한 후, 80%의 중복도로 사진만 촬영하면 됩니다.
•중복 사진을 이용하여 3D 포인트 클라우드, DEM 및 정사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각각의 DEM은 일정한 면적과 높이 값을 가지므로 체적 계산이 용이합니다. 그러므로 전체 DEM을 이용하여 토공량,
야적장 물량 등의 체적을 자동으로 산출합니다.
•3D 포인트 클라우드와 정사영상을 이용하여 구조물 표면의 균열이나 박리, 부식 등의 크기와 면적을 자동으로 측정
합니다.
•영
 상처리 소프트웨어는 MetaShape (구 PhotoScan) 한글판으로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RTK 스마트폰 사진측량 시스템

사진측량시스템 구성
1. 기본 품목
•REDcatch RTK 툴 박스
•헬리컬 RTK 안테나
•휴대폰 탈착 장치 (배터리 내장)
•MetaShape SW(한글판)

2. 선택 품목
•휴대폰 거치 브라켓 및 폴

기본 품목

3. 보조 품목
•GCP(지상기준점)측량용 RTK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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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기준점(GCP : Ground Control Point) 측량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이므로 사진에 찍힌 지형지물에 지상좌표를 부여
해야만 측량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진에 지상좌표를 부여하는 것을 지오 리퍼런싱(Georeferencing)이라고 하며, 지상좌표를 측정하는 작업을 GCP(지상기준
점) 측량이라고 합니다.
지오리퍼런싱은 사진 상에서 식별이 뚜렷한 구조물의 모서리 점이나 차
선 도색선의 모서리 점에 대한 RTK 좌표를 Metashape 소프트웨어에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또한 사진 상에서 식별이 뚜렷한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대공표지나 표
정점 등을 설치하여 사진에 찍힌 대공표지의 RTK 좌표를 입력합니다.
하지만 RTK 스마트폰 사진측량 시스템은 촬영 시 RTK 좌표가 사진에 자
동으로 입력 (태깅)되므로 GCP측량이 불필요 합니다.
이렇듯 GCP 없이 지오리퍼런싱 하는 방법을 Direct Georeferencing (무
기준점 사진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측량지역이 넓거나 어떤 요인으로 사진에 RTK 좌표가 입력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보다 정확도 높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상기준점
측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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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K 스마트폰 사진측량 시스템에 의한 영상처리

영상정렬 및 초기 포인트클라우드 생성

고밀도 포인트 클라우드 변환

REDcatch 스마트폰 RTK 시스템으로 촬영한 사진을 Metashape SW

SfM 기술에 의해 최초로 생성되는 포인트 클라우드는 점 밀도가 떨어

로 전송하면 사진 주점의 RTK 좌표에 의해 영상 정렬이 자동으로 수행

져 측량 자료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CMVS/PMVS2 알고리

되고, SIFT 기술에 의해 영상정합, SfM 기술에 의해 3D 포인트 클라우

즘을 이용하여 저밀도의 초기 포인트 클라우드를 고밀도 포인트 클라

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우드로 자동 변환합니다.

TIN에 의한 메시 생성

DEM 생성

3D 포인트 클라우드는 점 간격이 불규칙한 벡터 데이터이므로 TIN

TIN 보간을 통해 점 간격이 일정한 격자형 데이터로 변환하면 DEM이

(Triangular Irregular Network : 불규칙삼각망)으로 구성하여 보간을

생성됩니다. 래스터 데이터인 DEM은 정사각형의 셀(픽셀)로 표현되며

통해 점 간격이 일정한 격자형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이 메시

픽셀의 크기는 촬영한 사진의 GSD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사진의 해

(Mesh) 생성단계입니다.

상도가 높을수록 보다 정밀한 DEM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GSD (Ground Sample Distance)
GSD는 지상 표본 거리로 DEM이나 정사영
상 등 래스터 데이터를 구성하는 각 픽셀의
실제 지상거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GSD가 1cm라면 각각의 픽셀이

정사영상 생성

나타내는 지상에서의 실제 크기는 1×1cm
가 됩니다. 따라서 GSD의 크기가 작을수록

DEM 격자의 크기와 위치에 상응하는 정사투영 면에 RGB 데이터를
투영하여 정사영상을 생성합니다.

영상이 보다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RTK 스마트폰 사진측량 성과의 활용 (시공관리 및 안전진단)
변색 면적 : 0.166262㎡

X : 518668.019 m
Y : 218864.830 m
Z : 78.810 m

1
X : 518667.704 m
Y : 218865.561 m
Z : 77.610 m

•정사영상에서 시설물의 표면 상태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X : 518667.116 m
Y : 218864.932 m
Z : 77.620 m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시설물의 3차원 좌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7.48 cm

7.48 cm

•균열, 박리, 부식 등의 크기와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사영상에서 맨홀의 위치 좌표와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하기 불편한 하수구조물 등의 측량에 매우 유용합니다.

•3D 포인트 클라우드 배경의 정사영상에서 사면의 절리 방향, 붕괴 면적,
붕괴량 등 다양한 정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RTK 스마트폰 사진측량 성과의 활용 (DEM 활용)
DEM은 격자형 데이터로 픽셀 하나하나가 일정한 크기와 높이 값을 기지고 있으므로 체적 계산이 매우 용이합니다. Metashape 소프트웨어 상에서
각 픽셀의 체적을 계산한 후 이를 모두 합치면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량 또는 야적량을 자동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DEM 격자의 3차원 구조

•한 개 픽셀의 체적

•Metashape 소프트웨어에서 DEM을 이용한 토량 자동 산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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