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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V를 이용한 경 분석  활용방안에 한 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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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is the study to conduct the topographical analysis using the orthophotographic data from the waypoint flight using 

the UAV and constructed the system required for the automatic waypoint flight using the multicopter.. The results of the waypoint 

photographing are as follows.

First, result of  the waypoint flight over the area of 9.3ha, take time photogrammetry took 40 minutes in total.  The multicopter 

have maintained the certain flight altitude and a constant speed that the accurate photographing was conducted over the waypoint 

determined by the ground station. Then, the effect of the photogrammetry was checked.

Second, attached a digital camera to the multicopter which is lightweight and low in cost compared to the general photogrammetric 

unmanned airplane and then used it to check its mobility and economy. In addition, the matching of the photo data, and production 

of DEM and DXF files made it possible to analyze the topography.

Third, produced the high resolution orthophoto(2cm) for the inside of the river and found out that the analysis is possible 

for the changes in vegetation and topography around the river. 

Fourth, It would be used for the more in-depth research on landscape analysis such as terrain analysis and visibility analysis. 

This method may be widely used to analyze the various terrains in cities and rivers. It can also be used for the landscape 

control such as cultural remains and tourist sites as well as the control of the cultural and historical resources such as the 

visibility analysis for the construction of DS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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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UAV)를 활용하여 지형분석에 적용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로 드론과 

자동 경로비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 다.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로비행의 안정성을 검토하 으며, Waypoint를 

이용한 경로비행 촬 을 실시하여 유용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9.3ha에 달하는 면적에 해 경로비행을 실시한 결과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실측시간이 총40여분 소요되었으며, 지상부에

서 인가한 고도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로비행 시 지상부에서 설정한 Waypoint 지점에서 

정확하게 촬 임무를 수행하여, multicopter를 이용한 사진실측의 효율성을 확인하 다.

둘째, 일반 실측용 무인항공기에 비해 가볍고 저렴한 multicopter와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촬 의 기동성과 경제성을 

확인하 으며, 촬 된 사진데이터의 정합과 DEM, DXF파일의 추출을 통해 수치지형도 보다 정 한 지형분석이 가능하여  

multicopter를 이용한 지형실측의 가능성을 확인하 다.

셋째, 하천내부에 한 고해상 정사 상사진(20Cm급)을 제작함으로써 하천변일 에 한 식생과 지형의 변화 등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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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 다. 또한 촬 지점의 GPS좌표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미세지형의 변화 등과 같은 경관변화와 

하천변 일  또는 수림지 등에 한 식생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정사 상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DEM은 지형분석 및 가시권 분석 등과 같은 경관분석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3차원 국토공간 정보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자원에 한 

3차원 지형정보 제공 등에도 널리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UAV를 이용한 지형분석 및 활용방안에 한 연구로 도시 및 하천 등 다양한 지형에 한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적 및 명승 등의 경관관리에 한 연구와 DSM구축에 따른 가시권 분석 등의 역사문화자원에 한 관리에도 폭넓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경로비행, 멀티콥터, 경관분석, 경관모니터링

Ⅰ. 서론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이나 상물을 측량하기 위해서는 직

접 그 곳에 접근해서 관측하는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방법

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방법은 넓은 지역의 경우, 있어

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일 상의 관측에

는 용이하지만 주변 요소들과의 상 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공사진이 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다양한 거리와 각도에서 촬 이 가능하

여 여러 측면에서 큰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Konecny, 1979).

특히 경로비행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측할 경

우 고해상도의 정사 상과 함께, 지상부에서는 알기 어려운 경

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간정보, 재난･재해, 국방, 농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저고

도 무인 항공기를 활용한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한강의 비점오염원에 한 정기적인 모

니터링으로 환경변화에 비하고 있다. 또한 저고도 항공사진

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높은 해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형지물에 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역에 한 주기적인 촬 이 가능하므로 그 지역의 시간에 따

른 변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한 자료로 이용이 가능

하다(Kim, 2007).

그동안의 항공사진 촬 은 초기단계로 데이터베이스와 시스

템 구축에 주력하여 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도

화된 활용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중심의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구조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

업’에서 3차원 입체정보인 정사 상(Ortho-Image)이 3차원 국

토공간정보의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로 인식되면서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사 상은 항공 상 또

는 위성 상과 수치표면모델 또는 수치표고모델을 이용하여 

원 상의 왜곡과 기복변위 등 기하학적 변위를 제거하여 정확

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3차원 입체정보 상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유인항

공기를 이용한 사진측량과 헬기 등에 측량장비를 설치하여 측

량하는 것이 부분 이 으며, 장소적 제한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운용의 어려움이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적은 운용비용과

짧은 시간에 조사가 가능한 저고도 무인 항공기의 활용에 한 

관심이 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 되고 있는 무인항공 

저고도 촬  또한 LiDAR와 같은 레이저측량기 등에 의한 실

측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사 방법이 까다롭고, 고비용으

로 인해 운  및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1/25,000과 

1/5,000 수치지형도에서는 최소 10m단위의 등고선 단위로 표

현되고 있어 하천변의 수리생태학적 분야나 명승 또는 사적과 

같은 면적을 지닌 문화재의 미세한 경관 및 지형분석등 사실

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AV중 이동성과 신속성, 경제성이 

우수한 회전익 무인기(multicopter)에 디지털카메라를 장착하

고 정사투 으로 실측된 사진데이터를 이용하여 고해상의 정

사 상사진을 제작함으로써 공간 단위의 미세지형 등 변화 모

니터링 등에 활용하고자 모색되었다.

Ⅱ. 이론적 고찰

1. 관련연구의 분석

저고도 무인항공을 이용한 연구는 국토개발, 국방, 농업, 환

경 등 다양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동안의 무

인항공기를 이용한 지형분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Murden 

and Risenhoover(2000)은  무인비행선에 디지털 카메라를 탑

재하여 저고도 비행을 통해 농경지일 에 한 모니터링 방안

을 제시하 는데 저고도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선과 디지털카

메라를 이용함으로써 고해상도의 상을 취득할 수 있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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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상지역의 미세한 생태학적 변화를 탐지하는 방안을 

도출하 다. Eisenbeiss(2004)는 소형 무인헬기에 GPS/INS, 

레이져스캐너를 이용한 지형분석방안을 제시하 으며, 이를 기

반으로3D모델링을 실시하 다. 특히 무인헬기에 레이저스캐너

의 탑재로 3차원 기하학적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었으며 

상으로부터 3차원 객체의 텍스쳐 매핑이 가능하 다. 그러나 

무인헬기의 진동으로 인하여 고해상도의 상자료 확보는 불

가능 하 다.

Jang et al.(2004)은 문화재의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

하여 RC 헬기에 짐벌(Gimbal)과 비디오장비를 탑재하여 매핑 

시스템을 구축방안을 제시하 는데, 그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RC 헬기의 특성상 낮은 고도에서의 측면의 상 취득이 가능

하여 문화재에 한 근접 사진 측량과 상장비를 활용함으로

써 실시간 상전송 방안을 제시하 다. 

Haarbrink et al.(2006)와 Zhou et al.(2006)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1∼2시간 안에 발생지역의 Geo-Referencing된 비

디오 상을 제공할 수 있는 소형무인헬기 기반의 시스템을 구

축방안을 제시하고  GIS 시스템과 연계되어 신속한 응체계

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 다.

무인항공기 기반의 공간정보 취득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는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으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국내에서도 지형분석등의 공간정보 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

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구들을 살

펴보면 Yoo et al.(2006)은 “저고도 촬 시스템을 이용한 상

지도 제작” 연구를 통해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저고도 촬 시스

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상지역을 보다 상세하게 촬 할 수 

있고 관측시기를 자율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상지도를 제작 

방안을 제시하 다. 

Kim(2007)은 “무인헬기기반 상정보취득체계에 의한 홍수

재해 분석” 연구를 통해 유인항공기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저고도 무인헬기 촬 시스템을 도입하 으며 상을 취득하고, 

기하보정과 상모자이크 기법을 적용하여 재난·재해의 피해

액 산정과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Jang(2008)은 RC 헬기에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하여 저고도

에서 상을 취득한 후, 상매칭을 통해 수치표고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생성하 으며, 기준점 오차를 검토

함으로써 무선 헬기를 이용한 실측의 정확성을 입증하 다. 또

한 기존의 토탈스테이션에 의해 소규모지역 또는 접근 불가능

한 곳의 지형표고자료를 취득하던 것에 비해 더 많은 지형표고

자료를 취득할 수 있음을 입증하 다. Jung et al.(2010)은 변

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시지역의 3차원 공간정보를 신속하

게 취득하기 위한 무인헬기 사진측량 기법을 제시하 으며, 이

를 통해 촬 한 상과 기준점으로부터 변화가 발생한 지형의 

수치지형모델을 제작하여 수치지도 수시갱신에 활용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사진실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Jung(2008)는 포석정 유

지의 실측을 통한 전통조경 시설물 사진실측 적용방안 연구를 

통해 기존의 측량기로는 측량이 불가능한 자연형의 유지를 사

진실측을 통해 실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지형분석은 무

선헬기에 LiDAR등과 같은 정  실측장비 등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경로비행의 이용한 지형분석에 관한 연구는 아

직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AV(multicopter)

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경로비행을 통한 사진측량을 방

안을 제시하고 정사투 촬  자료를 통해 고해상도의 정사

상사진과 DEM을 제작함으로써 Waypoint를 이용한 경로비행

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고 현재 지형분석 등에서 사용되

는 수치지형도 보다 정 한 DEM 자료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항공촬영을 이용한 분석

1) 항공기를 이용한 지형분석

현재 수치지형도 및 생태자연도 등을 제작하는 일반적인 방

법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

측량은 비행고도 0.5～5.7㎞내에서 주로 촬 이 이루어지고 있

는데, 항공기에 광 역 스캐너인 LiDAR를 설치하여 실측하는 

Airborne laser scanning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Figure 1. Analysis of Terrain by Utilize Aircraft LiDAR Data 

유인 항공기를 이용한 광 역스캔의 경우 높은 고도에서의 

촬  및 실측이 가능하여 규모 면적에 한 지형분석에 적합

할 뿐만 아니라, 수치지형도와 항공촬  정보를 이용한 정규식

생지수(NVDL) 같은 식물분포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그러

나 비행기를 이용할 시에는 활주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간

의 제약이 많으며, 항공기 비행속도와 비행고도가 제한됨으로

써, 소규모지역에 한 정 한 실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비의 운용에 있어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연구에서

의 적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2) 저고도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지형분석

무인항공기(UAV)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무선조종기 기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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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원격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무선 송수신

기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조종되는 기체와 짐벌에 카메라를 장

착하여 기체를 이동시키시는 동시에 모니터를 통해 특정한 지

점에 한 상을 촬 하게 된다. 기지로 수신된 상은 모니

터를 통해 현장에서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여 모니터링을 통

해 즉각적인 촬 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무인항공기는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워 일정한 지점에

서의 촬 이 불가능하며, 편위와 이중도면화로 인한 폐색 역 

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 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행정보에 한 확인기술의 발달과 

UAV(multicopter)의 개발로 인하여 이동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근접 항공촬 이 가능해졌다. 특히 GPS좌표를 활용하여 Waypoint

를 지정함으로써 조사 상지에 한 경로비행의 정확성과 안정성

이 확보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정한 고도를 유지한 정지비행 상태

에서 정사투  촬 을 통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Figure 2. Extract of DEM by UAV Lateral Navigation 

http://www.hydrocore.co.kr/HTMLs/uav_case.html

Ⅲ. 연구방법

1. 경로비행 시스템의 구축

1) 무인항공 플랫폼 구축

무인 항공기 기반의 사진실측 시스템은 무인항공부분과 지

상부분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일정한 면적을 가지는 지형을 상으로 경로비행

을 실시하면서 사진실측을 하는 연구로써 사용된 장비는 

UAV(multicopter)를 기반으로 자동비행 시스템을 구축하 다. 

UAV(multicopter)는 여러 개의 회전익으로 구성되어 외부

의 바람 또는 기타 물리적 손상 등 에서도 추락의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최근 항공촬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경로비행은 회전익 무인항공기체와 지상부의 Telemetry를 

통해 비행의 경로, 비행속도, 촬 고도, 촬  지점 등을 설정하

게 되고 설정된 경로를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기

체의 플랫폼에는 지상부에서 송출한 Waypoint의 위치를 구별

하고 설정된 타겟으로 이동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GPS와 

NaviCtrl을 장착하 으며, 고도유지와 이동을 조절하는 FightCtrl

와 Compass 센서를 장착하 다. 또한 UAV 하단에는 Stabilize

기능을 가진 짐벌(Gimbal)을 장착하 으며, 2축 회전이 가능

하도록 하 다.

Figure 3. Construct of Automatic Flight Control & Gimbal

기체의 짐벌(Gimbal)에는 실측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디지털카메라는 SONY

사의 a6000카메라를 이용하 으며, TV-Distort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왜곡률 측정을 실시한 결과 중앙부에서는 0.41%, 주

변부에는 0.47%의 왜곡률로 렌즈의 중앙부와 주변부의 왜곡이 

적은 24mm 단렌즈를 이용하 다.

Figure 4. Analysis of Distortion Factor by Using TV-Distortion Program

2) 지상부분 플랫폼 구축

지상부에서는 경로비행에 필요한 Waypoint를 현장에서 추

출하고 기체에게 실시간 송신함으로써 경로비행을 인가하게 

된다. 따라서 경로비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Waypoint를 설정

하고 입력된 GPS좌표를 따라 기체를 구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운 프로그램 으

로는 UAV의 경로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는 MikroKopterTool-OSD 프로그램을 이용하 으며, UAV

기체와 현장에서 사용되는 노트북은 Bluetooth 신호를 기반으

로 하는 송수신 장치를 자체 개발하여 UAV와 노트북에 각각 

장착하 으며 경로비행에 필요한 Waypoint 데이터를 UAV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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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하도록 하 다.

3) 무인항공의 안전성 및 임무수행 능력 검토

지형분석에 필요한 무인항공 플랫폼과 지상부의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OSD프로그램을 이용한 Waypoint의 설정과 

Telemetry를 이용한 경로비행의 위치모니터링의 가능여부, 경

로비행 시 UAV의 정상 작동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시험비행을 

실시하 다.

시험비행에서는 두가지 사항을 검토하 는데, 첫 번째로는  

Waypoint에서의 정사투  촬 이 자동으로 정확하게 이루어

지는지에 한 여부를 검토하 으며, 두 번째로는 설정된 비행

고도와 비행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는지에 한 여부를 검

토하 다. 

시험비행 장소를 현장에서 검토한 결과  최소 25m 이상의 

고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로비행의 고도는 35m

로 설정하 으며 기체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반경 150미터 이내에서 비행을 실시하도록 하 다. 또한 각각

의 Waypoint 지점에 도달시 자동으로 정사투  촬 을 실시하

도록 설정하 다. 

Figure 5. OSD Simulation of Automatic Waypoint Flight Control

비행경로의 설정에 필요한 Waypoint는 MikroKopterTool- 

OSD에서 Waypoint를 추출하 으며, UAV(multicopter)의 경

로비행을 실시한 뒤 지상부가 위치한 곳으로 복귀하도록 설정

하 다.

경로비행의 범위의 설정은 X축에서는 30미터 간격으로 4개

의 Waypoint를 설정하 으며, Y축에서는 30미터 간격으로 3개

의 Waypoint를 설정하여 총 12개의 Waypoint를 따라 촬 하

도록 설정하 다. 또한 경로비행의 속도는 3.5m/sec, 기체의 방

위는 350도를 유지하여 경로비행을 수행하도록 설정한 뒤 비행

을 인가하 다. 경로비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Waypoint위치를 

다르게 하여 총 3회 실시 하 으며, 이를 통해 총 36장의 정사

투  촬 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 다(Figure 6 참조). 

최종적으로 경로비행의 안정성 검토를 위해 비행당시 UAV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36개의 Waypoint에 한 경로비행을 

수행하는 동안 34m~36m의 고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Waypoint 범위 안에서는 35m의 고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체가 움직이는 동

안에도 UAV(multicopter)는 일정한 방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사 상을 취득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의 waypoint 에 한 시험비행결과 3분 22초의 시간이 소

요되어 총 10여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회전익에 위치한 8개의 모터내부의 온도는 여름철 이 음에도 

불구하고 55℃를 넘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경로비행에 있어 

기체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6 참조). 

Figure 6. Monitoring for Operation Ability Examination in 

Multicopter System

2. 연구대상지

일반적으로 지형분석 및 환경 향 검토 등에 사용되는 수치

지형도는 1/5,000 수치지형도 또는 1/2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

하여 분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지형도에서 5m이내

의 지형변화는 하나의 등고선 내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세한 

지형에 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또한 하천의 중도에 한 형태

와 주변의 식생변화에 한 모니터링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항공사진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완만한 

경사를 형성하며 지속적인 지형의 변화가 나타나는 하천 지형 

중 무인항공기의 비행에 안정성을 확보한 카이스트 주변의 갑

천 350m반경을 연구의 상으로 설정하 다(Figure 7 참조).

3. 분석방법

경로비행에 있어 x축 8개, y축8개로 총 64개의 Waypoint로 

구성하 으며, point간 거리는 x축 50m, y축 45m로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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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nalysis Target Area 

반경 350m를 실측 범위로 설정하 다. 또한 정사투  촬  시 

충분한 화각을 확보하기 위해 비행고도를 80m로 설정하 으며, 

비행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비행의 속도는 3.5m/sec, 비행방향은 

NE320°로 설정하 다. 하천 폭과 UAV(multicopter)의 비행시

간을 감안하여 1회 비행시 16개의 waypoint를 비행하도록 하여 

총 4차례의 경로비행을 실시하면서 지정된 waypoint에서 정사

상을 촬 하도록 하 다. 정사 상 촬 시 기체의 움직임에 

의한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Waypoint지점 도착시 호버링시

간을 5초로 설정하여 정사 투  촬 하도록 하 으며, 지상부

에서는 상모니터와 노트북을 통해 촬  및 기체의 상태를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 하 다. 촬 된 정사투  사진은 Agisoft사

의 Photoscane 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Ⅳ. 결과 및 고찰

1. 경로비행을 통한 정사영상 촬영결과

경로비행에 소요된 시간을 살펴보면 1회 비행에 이・착륙시

간을 포함하여 약 7분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총 4회 비행을 통

해 촬 된 64개의 waypoint촬  임무를 수행한 결과 총 40여분

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행기록이 저장된 GPX파일을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9.8ha의 면적을 실측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일정한 속도와 고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로비행의 안정성과 실측에 있어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Waypoint의 GPS 좌표값에 한 데이터베이스

를 통해 정량적인 조사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하여 동일 지점에 

한 지속적인 촬 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8, 

Figure 9 참조).

Figure 8. Lateral Navigation Implementation of UAV(Multicopter)

Figure 9. Result of Digital Orthoimage

4차례 경로비행을 통해 확보된 64개의 정사투  사진과 

UAV(multicopter)기체 내부에 저장된 GPS 데이터를 추출한 

뒤 사진에 GPS 데이터를 병합하 다. GPS좌표값이 입력된 사

진데이터는 Photoscan 소프트웨어를 통해 불러오면 Point 

Cloud data형태로 나타나는데, 각각의 사진데이터에 병합된 

GPS좌표값의 오차범위에 의해 불규칙하게 정렬되어 중복 역

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중복 역을 추출함으로써 최소한의 

정합오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mesh데이터로 변환한 뒤 특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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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타깃으로 지정하여 정합을 시작하 다. 사진데이터의 정

합에 있어 정합오차의 수치를 확인하여 오차범위(±2cm)를 준

수하면서 정합함으로써 중복 역을 추출하 다(Figure 10 참조).

Figure 10. Overlapping Domain Decomposition of 

Digital Orthoimage Data

중복 역 추출 후 정합이 완료된 Mesh데이터를 이용하여 

DEM을 제작하 다. DEM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상지의 표고

를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지역은 해발 91.192m, 가장 높은 지

역은 96.371m로 5.179m의 표고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남동방면으로 1.923%의 경사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도 내부에 한 표고정보가 Raster로 남아 있어 중도의 

면적변화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작된 DEM데이터는 cm단위의 표고데이터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10미터 단위의 등고값을 가지는 1/5,000 수치지

형도와 비교하여 자세한 지형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11.  Reconstructed Digital Elevation Model

Ⅴ. UAV를 이용한 지형분석의 이점 및 

활용분야

DEM데이터와 정사투  촬 된 사진을 바탕으로 고해상 정

사 상 자료를 제작하 다. 제작된 정사 상 자료는 주변 수림

지, 건축물 등에 한 수치표면정보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DSM자료는 GIS분석에 필요한 shp파일 또는 dxf파일로 변환

함으로써 arc-map과 같은 툴과 병행하여 수치화된 지형도면의 

데이터를 통해 지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역사문화경관 등의 보전에 활용이 될 수 있으며, 적지분석 등

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2. 3D Rendering Result and Transform of DXF

Figure 13. Overlapping Domain Decomposition by True 

Orthoimage Generation 

제작된 정사 상 자료는 20cm급의 해상도 확보가 가능하여 

다음지도, 네이버지도 등과 같은 Web기반 항공지도들 보다 자

세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일 정사 상을 지

속적으로 촬 할 수 있어 하천내부의 비점오염원을 비롯한 중

도의 형태 등 생태학적인 조사 등의 시계열적인 분석 등에 활

용이 가능하여 식생을 비롯한 환경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과 함께 환경 향검토와 같은 정책수립 등에 중요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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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적이나 명승

과 같은 면적문화재 등에 한 미세한 지형을 정기적으로 데이

터화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에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UAV를 이용한 경로비행을 실시하고 정사 상 

데이터를 확보하여 지형분석을 실시하는 연구로써, 8개의 회전

익을 가진 Octocopter를 이용하여 경로비행을 실시하 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지인 갑천변에 하여 경로비행을 실시한 결

과 비행시간이 총40여분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

로비행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80미터의 고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지상부에서 인가한 Waypoint 지점에서 정확하게 촬

이 이루어져, UAV(Octocopter)를 이용한 분석의 효율성을 

확인하 다.

둘째, Waypoint를 따라 확보된 64개의 사진자료를 정합하고 

중복 역 추출을 수행한 결과 촬 지점의 DEM의 구축이 가능

하 으며, GIS분석 프로그램들과 연동할 수 있는 DXF파일로 

추출함으로써 수치지형도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지형에 한 

분석이 가능하 다. 

셋째, UAV(multicopter)를 이용하여 제작된 고해상정사

상 사진(20Cm급)은 오차범위가 (±2cm)로 LiDAR와 같은 정

지형측량기기의 허용오차범위(±3mm)에 미치지 못하고 있

으나, 상 적으로 매우 저렴한 멀티콥터와 일반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고해상정사 상과 DEM의 제작이 가능함으로써 장

비의 이동과 운 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유인 또는 무인항공기

보다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사 분

석 방법이 용이하며, 좌표지점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지

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이 가능하여, 미세지형의 변화 등과 같

은 경관변화와 하천변 일 에 한 식생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정사 상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DEM은 지형분석 및 

가시권 분석 등과 같은 경관분석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3차원 

국토공간 정보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역사문화자원에 한 3차

원 지형정보 제공 등에도 널리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며, 보길도 윤선도 원림 등과 같은 면적문화재에 한 미세지

형 분석 등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UAV를 이용한 지형분석 및 활용방안에 한 연

구로 그동안 장비의 운 적인 측면에 있어 고비용으로 인해 시

도하기 어려웠던 무인항공실측방안을 제시하 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지형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건축물 등이 분포하고 있는 지형과 지

상전선 또는 고압선 지역에 한 분석에 한 연구가 미흡하

다. 추후 다양한 지형에 한 지형분석 및 사적 및 명승을 비롯

한 역사문화자원 등의 경관관리에 한 연구와 DSM구축에 따

른 가시권 분석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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