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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항공기에 장착되어 1개 지점을 수직 및 경사각도로 5면에서 촬영하는 항공용 다각촬

영 카메라를 비롯한 항공용 멀티센서는 항공기라는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각도로 센서를 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항공기 운항 중 기류변화등으로 인해 

촬영예상 지역을 벗어나 촬영되기 쉽다. 이에 항공용 센서의 자세를 연직방향으로 유

지 시켜주는 기존 항공용 마운트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각도로 센서를 고정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1. 서론

일반적인 항공용 카메라는 항공기 바닥

에 설치되어 있는 마운트 내부에 장착되

어 지면을 촬영하고, 통상 지면을 연직방

향으로 촬영한 수직사진을 활용하여 공간

정보를 구축한다. 최근 건물 등의 옆면의 

텍스처 정보를 취득하고 음영지역을 최소

화하여 보다 실제적인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수직사진 외에 지면을 

여러 방향에서 경사진 각도로 촬영하는 

경사사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항공기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마운트는 여러대의 항공카메라를 수용하

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항공기에 다수의 

마운트를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항공기에 설치되어 

있는 마운트에 여러대의 항공카메라가 장

착될 수 있도록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기존 장비 분석

카메라 마운트는 카메라의 렌즈가 연직

방향을 향하게 하여 촬영을 해야 하기 때

문에 항공기의 자세에 따라 자동 또는 수

동으로 3축 자세(해딩, 롤, 피치)를 보정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

운데 부분에 카메라의 렌즈가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중앙에 있어서, 센서를 끼워 

넣는 형식으로 장착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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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eica-Geosystgem의 PAV30. 앙의 

홀에 카메라를 장착

3. 센서 장착 방식

다수의 센서를 장착하는 방식은 항공기 

바닥에 기존 센서 장착을 위해 가공한 마

운트홀 공간을 활용하거나 렌즈와 센서가 

장착되는 카메라콘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

이 있다.

항공기 마운트 홀 공간을 활용하는 방

식은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하므로 기존 

센서의 카메라콘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카메라 방향을 조

절하여 부피를 최소화 하였다.

그림 2 카메라 방향에 따른 향

  

  

4. 결론

 

이미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마운트를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센서의 도입으로 

인한 마운트 장비 철거 및 재설치 작업을 

피할 수 있어 큰 이점이 있다. 이에 기존 

마운트의 중앙 홀에 장착되는 카메라콘 

공간에 다수의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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