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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verified applicability of UAV(Unmanned Aerial Vehicle) photogrammetry to a mining engineering. The
test mine is a smectite mine located at Gyeongju city in Gyeongnam province, Koera. 448 photos over area of
600 m × 380 m were taken with overlapped manner using Cannon Mark VI equipped to multicopter DJI S1000,
which were processed with AgiSoft Photoscan software to generate orthophoto and DEM model of the study area.
photogrammetry data with 10 cm resolution were generated using 6 ground control positions, which were exported
to the 3D geological modeling software to make a topographic surface object. Monitoring of amount of ore production and landsliding could be done with less than 1 hours photographing as well as low cost. A direct link between
UAV photogrammetry and 3D geological modeling technology might increase productivity of a mine due to appling
the topographical surface change immediately according to the mining operation.
Key words : UAV, photogrammetry, DEM, 3D geological modelling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소형 무인항공기를 탑재체로 한 항공삼각측량 기술을 국내의 광산개발 현장에 적
용하여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대상광산은 경상남도 경주시에 위치한 감포 46호 스멕타이트 광산으로 노천채광 광산이
다. 멀티콥터인 DJI S1000에 Cannon Mark III 카메라를 탑재하여 600 m×380 m 영역을 중첩하며 448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 AgiSoft사의 photoscan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료처리하여 정사영상과 정밀 수치지형모델을 제작하였다.
6개의 지상 기준점을 이용해 정밀도 10cm 이내의 항공 삼각측량 자료를 생산하였으며, 3D 지질모델링 소프트웨어로
수치지형모델과 정사 영상을 익스포트하여 3D 지질모델링을 위한 Topo surface를 제작하였다. 1시간 이내의 짧은 촬
영시간으로 고정밀의 항공측량 자료 확보가 가능해 노천광산의 주기적인 촬영을 통한 채광량과 사면붕괴 모니터링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항공삼각측량결과와 3D 지질모델링의 직접적인 연계 기술에 의해 노천
광산 채광에 의한 지표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생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주요어 : 소형무인항공기, 항공삼각측량, 수치지형모델, 3D 지질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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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드론(Drone)이라 널리 불리는 무인비행장치(Unmanned
Aerial Vehicle, UAV)는 각국마다 정의하는 기준이 다
르지만 국내 항공법상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하나로
분류되어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장치이며 무인 동력
비행장치의 경우 자체무게 150 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 무인 비행선의 경우에는 자체무게
180 kg 이하이고, 길이 20 m 이하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UAV는 소형, 경량이며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운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UAV는 1910년대 고안된 이후 군사용 목적으로 주
로 개발되어 왔으며 최근 전자통신, 센서 기술, 항법기
술의 발전에 힘입어 매우 빠른 속도로 적용 분야 및
시장의 크기를 넓혀 가고 있다. 소형 UAV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지면서 민간/상업시장으로 급격
히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014년에 비해 55%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globalsources, 2015). 이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로는
미국의 3D로보틱스, 프랑스의 패럿, 중국의 DJI 등이
있는데 이중 DJI는 2014년 매출이 약 5억 달러였고,
2015년에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타기업의 실적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치로, 실리
콘 밸리에서는 DJI의 기업가치를 100억 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다(정지훈 2015).
소형 UAV에 카메라를 장착해 촬영한 HD급 영상은
뉴스나 방송에서 자주 접할 수 있으며, 특히 예능 방
송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홍수나 화재
와 같은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거나 국경감시를
위한 항공 촬영, 해양과 산악지역의 인명 구조나 넓은
지역의 빠른 수색, 동식물의 개체수 모니터링 대규모
농약 살포와 농업 작황 모니터링, 통신 중계 등도
UAV의 다양한 활용분야이다(Wich and Koh, 2012;
Costa et al., 2012). 최근에는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UAV를 활용한 배송사업을 추진하면서 UAV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UAV의 원격탐사나 항공측량 부분에의 활용은 무인
항공촬영의 가장 중요한 활용부분의 하나이다.
Eisenbeissa(2009)는 스위스의 Randa 지역의 산악지형
의 경사 맵핑(slope mapping)을 소형 UAV를 이용하
여 수행하였으며, Delacourt 등(2009)은 연안주변의 수
리지질학적인 수치모델링을 위한 수치표고모델(DEM)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소형 UAV 기반 무인항공 촬영

결과를 활용하였다. 또한, 소형 UAV에 의한 항공측량
결과를 산사태 등의 지질재해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연
구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Rau et al., 2011).
국내에서도 UAV를 이용한 항공측량의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는데 정성혁 등(2010)은 UAV를 활용하
여 3차원 공간정보 제작에 활용한 사례를 제시하였고,
Kim et al.,(2010)은 풍수해 모니터링에 초경량 UAV
의 적용성을 분석하였으며, 이지훈 등(2012)은 저도고
기반에서 멀티센서 사진측량 시스템의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UAV 영상의 처리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의 자원개발과 관련한 UAV의 활용 연구는 초기
단계이나 UAV에 카메라, 초분광센서, 자력센서, 전자
탐사센서 등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여 자원개발에 활용
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박계순 등, 2010; 극지연
구소, 2012; ㈜지오룩스, 2015). 본 논문에서는 항공사
진측량을 자원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노천광산에 대한 지형
모델구축을 위해 적합한 항공촬영용 UAV 플랫폼을 구
축하고자 하였다. 적절한 촬영 계획을 수립한 뒤 무인
항공촬영에 임하였으며 지상기준점 측량도 수행하였다.
검증된 3D 맵핑 소프트웨어(3D mapping software)를
이용하여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및 정사영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러한 정보를 3D 지질
모델링 소프트웨어에 임포트(import) 시켜 토포 서피스
(Topo surface)를 생성 시키고자 하였다. 노천광산의
3D 항공측량결과의 3D 지질모델링 소프트웨어로의 임
포트를 통해 지표면의 정확인 3차원 형상을 확보하게
되어 지질경계 확정과 3차원 지질구조 추정을 가능하
게 해주며, 추가 채광 이후 모니터링 결과를 확보하게
되면 정확한 채광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광
산의 3D 지질모델 구축시 정확한 Topo surface를 제
공하게 된다.

2. UAV 항공 측량 장비의 구성
UAV 항공 측량 장비는 무인 비행체(Unmanned
aircraft), 지상관제장치(Ground Control station), 무선
통신장치, 카메라로 구성된다. UVA는 Table 1과 같이
비행체의 길이, 비행시간, 운용범위, 비행고도에 따라
초소형(micro), 소형(mini), 근거리용(close range), 중
거리용(mudium range), 고고도용(high altitude long
endurance)으로 분류되는데(Eisenbeiss, 2004), 이중
민간항공측량에 주로 쓰이는 UAV는 초소형 또는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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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Unmanned aircraft
Category
micro
mini
close range
medium range
high altitude long endurance

weight(kg)
<5
<25 or 30
25-100
50-250
>250

range(km)
<10
<10
10-30
30-70
>70

이며 포터블 광학카메라를 탑재하고 위성측위시스템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과 관
성항법장치(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s)를 장착
하여, 원격제어와 자동항법이 가능하다(Colomina and
Molina, 2014).
지상관제장치(ground control system, GCS)는 UAV
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한 지상의 소프트웨어/하
드웨어 장치로 무인비행체의 항로를 수정하거나 무인
비행체의 오류와 탑재센서의 측정값들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지상관제장치와 무인 비행체와의 비행 중 무선
통신의 유지는 무인 비행체의 안정성 확보에 있어 중
요하다. 소형 UAV에 있어서 기체와 무선조종기 혹은
기체와 지상관제장치간의 무선통신을 위한 주파수는
2.4 GHz 대역을, 기체가 촬영하는 영상을 실시간 모니
터링하기 위한 영상송수신은 5.8 GHz 대역을 주로 사
용하며 이러한 초단파 대역은 직진성이 좋고, 통신 품
질이 우수하나 가시거리 영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UAV와 지상관제장치와의 사이에 산이나 건물들에 의
해 시야가 방해 받으면 통신이 두절되기 쉽다.
카메라는 항공사진측량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다.
소형 또는 초소형 무인비행체는 최대적재중량(MTOW:
Maximum Take-Off Weight)이 크지 않기 때문에 카
메라의 중량이 중요한 문제이며, 무인비행체와 밸런스
를 정확하게 맞추어 주는 것이 관건이다. 디지털 카메
라의 급속적인 발전에 의해 저중량 고성능 카메라가
많이 개발되어 있어 각자의 필요에 맞추어 카메라를
선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이용
하여 사진측량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Yun et al,

flight altitude(m)
250
150/250
3,000
3,000
>3,000

endurance(hours)
1
<2
2-4
3-6
>6

2012). 항공사진측량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
메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Colomina and Molina,
2014).
항공촬영에 있어 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하거나 상업
용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위해 보다 안정적으로 자세
및 위치 제어가 가능한 소형 UAV가 요구된다. 소형
UAV로 항공사진촬영에 활용되고 있는 장비로는 회전
익과 고정익 UAV가 있다. 소형 고정익 UAV는 연료소
모량이 적어 장기 체공이 가능하고 자체 진동이 회전
익보다 낮으나 이착륙 시 활주로나 개활지가 필요하다.
무인헬리콥터와 같은 소형 회전익 UAV의 경우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여 좁은 공간에서의 이착륙이 가능하나
연료효율이 낮아 장기 체공이 제한된다. 하지만 최근
민간에 멀티콥터가 보급되면서 항공촬영용 소형 UAV
로써 멀티콥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멀티콥터는 다른 소형 UAV에 비해 위치 및 자세제
어가 안정적이며 여러 개의 모터, 즉 여러 개의 프롭
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체 이상에 대한 대처가 용이하
여 초보자들이 비교적 쉽게 비행기술을 습득할 수 있
다. 특히, 넓은 영역이 아닌 좁은 영역에 대해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3D 맵핑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는 적용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
천광산에 대한 지형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항공사진촬
영 플랫폼(platform)으로 멀티콥터 방식을 선택하였다.
도입한 기체는 중국 DJI사가 완성품으로 제작 판매하
는 S1000 모델이며 주요제원은 Table 3과 같다(DJI,
2015).
사용된 카메라는 24 mm 단렌즈를 부착한 Cannon사

Table 2. Common and/or representative visible band cameras
Manufacture and model
Phase One iXA 180
Trimble IQ180
Hasselblad H4D-60
Sony NEX-7
Ricoh GXR A 16
fp: focal plane shutter, ls: leaf shutter

Resolution(MPx)
CCD 80
CCD 80
CCD 60
CMOS 24.3
CMOS 16.2

Size(mm2)
53.7×40.4
53.7×40.4
53.7×40.2
23.5×15.6
23.6×15.7

Weight(kg)
1.70
1.50
1.80
0.35
0.35

Speed(s-1)
4000(fs)
1000(ls)
800(ls)
4000(fp)
3200(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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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ation of the S1000
Item

Value

Type

Octor-rotor Aircraft

Diagonal wheelbase

1045 mm

Takeoff Weight

6 kg ~ 11 kg

Total weight

4.2 kg

Endurance(Hover Time)

15 min(@15000mAh &
9.5 kg Takeoff Weight)

의 5D Mark III이다. 해상도 5760*3840, 픽셀크기는
6.436 µm으로 소형 UAV에 부착할 수 있는 범용 카메
라 중 최고의 성능을 가진다. 항공촬영에 있어 기체의
자체 진동 및 비행으로 인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카메라 거치대, 즉 짐벌(gimbal)이 매우 중요한데 사용
된 짐벌은 도입한 기체와 동일회사에서 제작한 DJI
Zenmuse Z15-5D이다. 렌즈를 포함한 카메라의 규격에
맞게 초기 세팅이 정확하게 된 상태로 판매되며 자체
의 IMU 및 UAV 본체의 컨트롤러와 연동함으로써 항
공촬영시 카메라 떨림을 최대한 방지해 준다.

3. 스멕타이트 광산 자료획득 및 처리
연구지역인 감포 46호 스멕타이트 광산은 노천채광
이 이루어 진 곳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1:5,000 전자
지형도의 형상과는 상이한 상태이다. 현 상황의 정확
한 지형을 얻고자 멀티콥터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연구지역에 대한 항공 삼각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6지
점의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를 사용하였다.

지상기준점은 RTK GPS를 이용해 정밀 측량하였으며,
좌표계는 KTM(Korea Transverse Mercator) 투영법을
사용하였다. Figure 1은 사용된 지상기준점의 사진이다.
3차원 지형 모델 구축을 위해 사용된 사진은 총
448장이다. Figure 2은 사용된 원본 사진이다.
측정 영역은 600 m × 380 m 이며, 멀티콥터의 비행
경로는 Fig. 3과 같다. Figure 3에서 보면 사진은 수
직방향 기본으로 촬영하였으며, 노천광산의 경사면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경사 방향 역시 일부 촬영하
였다. 비행고도는 최대 310 m 였으며, 총 탐사 시간은
2시간 이내였으며, 4번의 밧데리 교환을 제외한 총 비
행시간은 50분 정도였다. Figure 4는 카메라의 촬영
위치와 중첩 영상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지
점에 중첩되는 영상이 9개 이상이 대부분으로 자료 처
리를 위한 시간은 많아지지만 영상의 정밀도는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
Figure 5는 AgiSoft사의 photoscan 소프트웨어를 이
용해 만든 항공삼각측량 결과이며 사진에서 깃발로 표
시된 곳이 지상기준점을 설치한 지점이다. 노천광산의
3차원 형상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으며, 해상도가 매우
높아 노천 광산 절토부의 지질학적 변화 양상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Figure 6은 측정지역의 DEM 자료로 최고 표고는
287.5 m, 최저표고는 131.2 m를 나타낸다. 분해능은
0.0817 m/pix 이며, 포인트 밀도는 149.9 points/m2 으

Fig. 1. Captured photo of a ground control point.

로 해상도는 10 cm 이내이다. 지상기준점을 사용하여
항공 삼각측량을 수행한 결과와 기준점 없이 GPS/INS
초기치로 제작한 정사영상을 통해 위치정확도를 분석
한 결과(김덕인 외, 2014)를 보면 지상기준점 없이 항
공삼각측량 모델링을 수행한 정사영상의 경우 약 10 m
전후의 정확도를 나타내었고, 지상기준점을 사용하여
항공상각측량 모델링을 수행한 정사영상의 정확도는 표
준편차가 10 cm 이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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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riginal photos to be used for photometry.

Fig. 3. Flight path for photogrammetry. magenta blue rectangles along the flight path mean camera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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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constructed digital elevation model of Gampo 46.
Fig. 4. Camera locations and image overlap.

4. 3D 지질모델링에서의 활용
사진측량 자료를 3차원 지질모델링에서 사용하기 위
해서는 DEM 값을 3D 지질모델링에서 읽을 수 있는
포맷으로 익스포트(export)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범용
적인 xyz 포맷으로 익스포트 하였으며, 이를 3D 지질
모델링 소프트웨어인 GOCAD에서 임포트하여
pointset으로 도시한 것이 Fig. 7의 결과이다. 이때 익
스포트 자료의 밀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필요이상의
정밀도를 가지게 되며 3D 지질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로딩시간과 컴퓨팅 속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

Fig. 5. 3D photogrammetry of Gampo 46.

연구에서는 10 cm 격자간격에 1개의 지점을 위치하도
록 하였으며, 수평위치 정밀도는 10 cm 라 할 수 있다.
Figure 7의 pointset을 이용해 Topo surface를 작성
하고 Photoscan에서 연구지역의 정사영상을 익스포트 한
후 이를 GoCAD에 같이 도시하였다(Fig. 8). pointset을
이용한 surface의 생성은 pointset의 z좌표 값을 내삽
시켜 작성하며, 평활화 작업등을 거쳐 실제 지표면과
근사한 결과를 내게 된다.
정사영상을 지표면에 draping한 최종 결과가 Fig. 9
이다. Figure 9는 이후 이 지역 3D 지질모델링의 Topo
surface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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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oCAD pointset of Gampo 46 Topography data exported from Photoscan.

Fig. 8. Topography surface generated with pointsets data of GAMPO 46(upper) and Orthophoto image of GAMPO
46(lower).

Fig. 9. Topography surface of Gampo 46 as GoCAD surface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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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소형 UAV 촬영기술
을 국내의 광산개발 현장에 적용하여 활용성을 검증하
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1시간 이내의 짧은 촬영시간으로 600 m × 380 m
영역의 항공삼각측량 자료를 확보 할 수 있었다. 이
광산보다 규모가 큰 광산에 대해서도 전체 영역의 항
공촬영도 짧은 시간에 가능하고, 노천광산의 주기적인
촬영을 통한 채광량과 사면붕괴 모니터링에도 적은 비
용과 시간으로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상기준점을 이용하면 10 cm 이내의 정확도
로 항공 삼각측량 가능하고, 높은 분해능의 영상은 지
질구조 해석의 기본자료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셋째, 항공삼각측량결과의 3D 지질모델링 소프트웨
어와의 호환성을 확인하였고 이 결과를 이용해 3D 지
질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Topo surface를 제작하였다.
현재의 광산 개발은 3D 지질모델을 기반으로한
Mining 소프트웨어를 ERP시스템(전사적자원관리시스
템)으로 사용하여 사업장을 관리하는데, 항공삼각측량
결과와 3D 지질모델링의 직접적인 연계 기술에 의해
노천광산 채광에 의한 지표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
할 수 있어 생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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