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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ormally, aero photography using UAV uses about 430 MHz bandwidth radio frequency
(RF) modem and navigates and remotely controls through the connection between UAV and ground
control system. When using the exhausting method, it has communication range of 1-2 km with frequent
cross line and since wireless communication sends information using radio wave as a carrier, it has 10
mW of signal strength limitation which gave restraints on life my distance communication. The purpose
of research is to use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long-term evolution (LTE) of smart camera,
Bluetooth, Wi-Fi and other communication modules and cameras that can transfer data to design and
develop automatic shooting system that acquires images to UAV at the necessary locations. We conclude
that the android based UAV filming and communication module system can not only film images with
just one smart camera but also connects UAV system and ground control system together and also able
to obtain real-time 3D location information and 3D position information using UAV system, GPS, a
gyroscope, an accelerometer, and magnetic measuring sensor which will allow us to use real-time position
of the UAV and correction work through aerial trian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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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일반적으로 UAV를 이용한 항공촬영은 약 430 MHz 대역폭의 radio frequency (RF) 모뎀을 이용

하여 UAV와 지상관제시스템간의 연결을 통해 UAV의 통제 및 원격 조종을 한다. 기존의 방법을 이용한 경

우 1~2 km 정도의 통신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잦은 혼선이 일어나고, 무선통신은 전파를 매개로 정보를 전

달하기 때문에 신호세기를 10 mW로 제한을 두고 있어 장거리 통신을 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카메라의 long-term evolution (LTE), 블루투스, WiFi와 같은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 모듈 시스템과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 획득이 필요한 지역에서 UAV에 영상

을 획득하는 자동촬영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그 목적은 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안드로이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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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급변하는 사회발전과 계속되는 도시 개발,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으로 국토의 변화는 매우 빈번

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국토의 변화로 인해 기존

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시간, 공간, 비용 측면에서 한계

가 있으며, 신속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자

료획득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Choi and

Lee, 2009; Han et al., 2013; Choi and Kim, 2014; Park, 2014;

Yun and Lee, 2014).

실시간 자료획득 시스템 중의 하나인 무인항공기

(UAV, unmanned aerial vehicle)는 소형화·경량화 되면

서 군사, 재난·재해, 방송 통신, 환경,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특성과 목적에

따라 활용되고 있다. UAV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자료

획득 시스템은 항공기나 위성에 비해 비행고도가 상대

적으로 낮고, 자율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기상의 영향을 덜 받으며 높은 공간 해상도의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Kim, 2014).

UAV를 공간정보 분야 적용을 위한 많은 연구가 국

내외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Kim et al.(2012)

는 회전익UAV를 이용하여 소규모 지역의 최신 영상데

이터를 취득하고 후처리과정을 거쳐 취득 영상 정확도

검증과 공간 분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Park et al.(2013)는 공사현장에서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

른 건설 현장의 잦은 지형변화를 신속하게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할 수 있는 회전익과 고정익UAV를 이용하

여 실험을 수행하고, 취득된 영상을 활용한 가상측량시

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Lee et al.(2013)는 사

진측량용 초경량 고정익 UAV에서 정사영상의 정확도

를 평가하였다. Choi and Kim(2014)는 고정익UAV를 활

용하여 대규모 건설현장의 데이터를 취득하고, 자료처

리를 통해 건설현장의 정사영상, DSM 등의 산출물을

생성하였다.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공량을 산출

하여 현황측량 및 물량산출에 UAV의 활용성을 평가하

였다. 국외에서는 Jizhou et al.(2004)는 하나의UAV를 사

용하여 여러 이미지에서 도시 건물의 3D 재구성하는

알고리즘을 설계 및 구성 하였으며, Menni and Hamel

(2007)는 교량과 건축물의 유지와 모니터링을 위한

UAV 시스템의 유용성과 컴퓨터 비전을 기초로 하여 몇

가지 실질적인 제한 하에서 UAV의 신규 제어 규칙을

제시하였다. Jakkola et al.(2010)는 나무 측량을 위해 저가

의UAV기반의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을 제안 하였으며,

Chiabrando et al.(2011)는 대축척 지도 제공을 통해 고고

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고도 항공 영상 획득 및

처리에 UAV를 활용하였다. Siebert et al.(2014)는 회전익

UAV를 이용하여 토공사 프로젝트의 측량을 위하여 모

바일 3D 매핑을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국내외적으로

사진측량용으로 UAV를 활용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UAV는 관측센서를 탑재하고 , 지상관제시스템

(GCS, Ground control system)의 지상/탑재 데이터링크

를 통해 원격으로 조종을 받아 비행을 실시하게 된다.

UAV를 운용하는데 있어 통신시스템은 조종사가 탑승

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유인항공기에서의 통신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Song, 2014). UAV 통신시스템은

radio frequency (RF) 모뎀 등을 이용하여UAV와 지상관

제시스템을 Micro Air Vehicle Communication Protocol

(MAVLink)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무선통신 방식

으로 연결하여, UAV의 속도, 고도, 3차원의 위치 및 자

세 등의 비행정보 데이터를 지상관제시스템과 송·수

신하고, UAV를 원격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기존의 RF 모뎀을 이용한 통신은 1~2 km 정도의

통신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잦은 혼선이 일어난다. 또

한, 이러한 무선통신 방식은 전파를 매개로 정보를 전

달하기 때문에 전파법 시행령 제 30조 제9항에 따라 신

호세기를 10 mW로 제한을 두고 있어 장거리 통신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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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UAV 촬영 및 통신모듈시스템은 스마트 카메라 하나로 영상 획득뿐만 아니라 UAV 시스템과 지상관제 시

스템을 연결해주며, UAV 시스템의 GPS와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자기 계측 센서 등의 센서로 부터 획득

된 3차원 위치정보와 3차원 자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서 항공삼각측량을 통한 UAV의 위치

및 보정 작업에 실시간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RF 모뎀을 이용한 UAV의 무

선통신 시스템을 개선하여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 폰,

스마트 카메라 등)의 3세대(3G, 3Generation) 또는 4세

대(4G, 4Generation) long-term evolution (LTE), 블루투

스, WiFi와 같은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통

신모듈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러한 통신모듈 시스템의

UAV를 이용하여 근접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는데 목

적은 둔다.

이를 위해 기 개발된 Arduino 통신 보드와 패킷교환

교환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은 UAV와 지상관제시스템

간의 통신하는 데 있어 Arduino 통신보드가 추가로 필

요하다는 점과 패킷교환서버를 따로 두어야 된다는 단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통신모듈 시스템을 구현하였고,

근접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자동촬영모듈은

영상 획득이 필요한 지역에서UAV에 영상 획득 장치로

써 스마트기기를 탑재하여 운영하도록 구현하였다.

2. 시스템 설계

본 시스템은 통신모듈과 자동촬영모듈로 구성된다

(Fig. 1). 통신모듈은 스마트 카메라의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며,

Bluetooth모듈 , MAVLink Handler, Data Handler, GCS

Server로 구성된다. 자동촬영모듈은 스마트 카메라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 획득이 필요한 지역에서 무인

항공기가 일정한 시간동안 촬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센

서모듈, 카메라모듈, 자동촬영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1) 안드로이드 기반의 통신모듈 시스템

일반적으로 UAV를 이용한 항공촬영은 약 430 MHz

대역폭의 RF모뎀을 사용하여 UAV와 지상관제시스템

간의 연결을 통해 UAV를 통제 및 원격 조종을 한다. 그

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F모뎀을 사용하는 기존

의 방식은 장거리 통신을 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고 있

다. RF 모뎀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무선 데이터 통신 기

술의 활용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카메라

를 이용한 통신모듈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통신모듈 시

스템은 블루투스 모듈, MAVLink와 데이터 핸들러,

GCS Server로 구성된다 (Fig. 2). 블루투스 모듈은

APM/Pixhwak 상에 블루투스 모듈(HC-06)을 장착 하여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내부에 블루투스 통신을 수

행하는 블루투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APM/Pixhwak와

의 연결을 수행한다. MAVLink와 데이터 핸들러는 획득

된 영상을 전송하기 위한 바이트로 변환하거나, 전송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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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view the Android-Based Photogrammetric System for UAV.

Fig. 2. Diagram of UAV telemetry system.



명령을 수행한다. 수행된 결과는 MAVLink Log Viewe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CS Server는 안드로이드 기반

의 스마트 카메라와 지상관제시스템의 연결을 위한 서

버 역할을 한다.

기 개발된 통신모듈 시스템의 경우에는 통신관제 서

버를 따로 두어야 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신모듈 시스템은 스마트 카메라 내에 서버를

두어 지상관제시스템과 직접 통신할 수 있게 하였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통신모듈 시스템은 먼저 UAV의

APM/Pixhwak와 스마트 카메라간의 블루투스 연결을

수립하고 , 지상관제시스템과의 연결을 위해서

TCP/UDP 서버 소켓을 생성하여 지상관제시스템(클라

이언트)의 요청을 기다린다. 스마트 카메라와 지상관제

시스템이 3G나 LTE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수립되

면 TCP/UDP 소켓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

하게 된다.

2) 자동촬영 시스템

자동촬영 시스템은 영상 획득이 필요한 지역에서

UAV에 영상 획득 장비로써 스마트 카메라를 탑재하여

근접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

스템은 스마트 카메라의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한 자동

촬영 프로세스, 촬영된 영상과 정보를 관리하는 촬영 목

록 관리로 구성된다(Fig. 3). 자동촬영 프로세스는 자동

촬영 영역 검사와 자동촬영 대기 시간을 이용하여 자동

으로 영상을 획득하고, 촬영 목록 관리 프로세스는 자

동촬영 프로세스에 의해 촬영된 영상과 정보(촬영 일

자, 스마트 카메라의 센서 정보 등)를 조회, 삭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동촬영 프로세스는 자동촬영 대기 시간 프로세스

와 자동촬영 영역 검사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영상을 자

동으로 획득하고, 촬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

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동촬영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카

메라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초기화시키고, 환경정보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설정한다. 자동촬영검사

기능의 활성화, 자동촬영 영역과 촬영대기 상태를 검사

하고, UAV의 3차원 위치와 속도, 카메라 센서 정보를 바

탕으로 중복도를 고려하여 촬영 간격 시간을 계산하게

된다. 다음촬영간격시간을이용하여CountTimerThread

를 호출하고, CountTimerThread가 시작되면 환경정보와

카메라 초점설정에 따라 영상을 획득하게 된다.

자동촬영 영역 검사 기능은UAV에 탑재되는 스마트

카메라의 효율적인 촬영을 위해 사전에 정의된 촬영영

역을 검사하고 자동촬영 기능의 활성화와 비활성화를

설정하는데 이용된다. 자동촬영 간격 계산 기능은UAV

의 3차원 위치와 스마트 카메라의 카메라 센서 정보, 사

전에 정의된 종중복도(overlap)를 고려하여, 자동촬영

간격 시간을 계산한다.

자동촬영 시스템은 통신모듈 시스템에 의해 UAV,

스마트 카메라, 지상관제시스템의 연결이 수립 된 후,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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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agram of Automatic shooting system.



3. 시스템 개발 및 실험

1) 시스템 개발

⑴ 안드로이드 기반의 통신모듈 시스템

안드로이드 기반의 통신모듈 시스템은 UAV에 스마

트 카메라를 탑재하여, 근접 항공사진측량이 가능하도

록 개발되었으며 , 통합개발환경을 제공하는 IntellJ

IDEA IDE에서 자바(JAVA)를 이용하여 최소 안드로이

드 운영체제 4.0 이상을 탑재한 스마트 카메라에서 실행

이 되도록 개발되었다(Table 1).

안드로이드기반의 통신모듈 앱을 실행하게 되면, 블

루투스 통신과 TCP 통신을 위한 메인 화면이 나타난다

(Fig. 4a). UAV와 스마트 카메라가 연결이 되면 Mavlink

log창을 통해 UAV 데이터가 수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Fig. 4b).

⑵ 자동촬영 시스템

자동촬영 시스템은 UAV에 스마트 카메라를 탑재하

여, 촬영 영역에 따라 영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개발되

었으며, 통합개발환경을 제공하는 IntellJ IDEA IDE에

서 자바(JAVA)를 이용하여 최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4.0 이상을 탑재한 스마트 카메라에서 실행이 되도록 개

발되었다(Table 2).

통신모듈 앱을 실행하여 연결 수립이 확인되면 자동

촬영 앱을 실행하게 된다. 자동촬영 앱을 실행하면 메

인화면이 나타난다(Fig. 5a). 메인화면은 모니터링 부분,

테스트 부분, 환경설정 부분으로 구성된다. 모니터링 부

분은 항공 촬영 시작, 촬영된 영상의 정보를 보여주는

촬영 목록 보기로 구성된다. 테스트부분은 카메라의 평

균 동작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카메라 평균 동작 시간

계산을 테스트할 수 있다. 메인화면에서 항공 촬영 시

작을 선택하면 자동촬영 조건에 의해 촬영이 시작된다

(Fig. 5b). 촬영 목록 보기 화면은 자동촬영 당시 획득된

스마트 카메라의 센서 정보를 보여준다(Fig.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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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UAV telemetry system application (a) main, (b) Mavlink log.
(a) (b)

Table 1.  System configuration
Item Detail

Smart camera Samsung Galaxy NX
Smart camera Operation System Android 4.2 Jelly Bean
SDK Andoird API Level 17
JDK JDK 1.8
Development Tool JetBrains의 IntellJ IDEA
UAV Pixhawk v2.4.5 / APM v2.6

Table 2.  System configuration
Item Detail

Smart camera Samsung Galaxy NX
Smart camera Operation System Android 4.2 Jelly Bean
SDK Andoird API Level 17
JDK JDK 1.8
Development Tool JetBrains IntellJ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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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utomatic shooting system application (a) main, (b) camera module, (c) viewer module.
(a) (b) (c)

Fig. 6. Test Area and Flight Path.

Fig. 7. UAV and Smart Camera. (a) X8+, (b) Galaxy NX.
(a) (b)



2) 실험

⑴ 대상지역

본 연구에서 개발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UAV 촬영

및 통신모듈 시스템의 적용가능성 평가를 위해 부산광

역시에 소재한 캠퍼스 내의 운동장에서 UAV를 이용한

항공사진촬영을 수행하였다(Fig. 6).

UAV는 3DR사의 X8+의 회전익 비행체에 Samsung

사의GalaxyNX의 스마트 카메라를 탑재하여 실험을 실

시하였다. 비행 실험은 운동장에서 약 100 m × 100 m 범

위를 촬영하였으며, 비행 고도 약 35 m, 종횡복도 약

75%, 그리고 비행시간은 이륙에서 착륙까지 약 12분이

소요되었다.

⑵ 사진측량용 무인항공 촬영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회전익과 고정익 UAV의 두 종류 중

회전익 UAV를 사용하였다. 회전익 UAV는 8개의 프로

펠러를 갖춘 3DR사의 X8+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Fig. 7a는 본 연구에 사용한 UAV이다. Table 3은 UAV의

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UAV에서 사용 중인 카메라는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고 있고 카메라 제원이나 장비별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카메라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통신모

듈통신기능(Wi-Fi, LTE)이 가능한 스마트 카메라로서

Samsung사의 Galaxy NX를 탑재하였다(Fig. 7b). 카메라

의 제원은 Table 4와 같다.

4. 실험결과

1) 시스템 성능

UAV를 이용한 항공사진촬영은 비교적 바람이 적은

날을 택하여 촬영을 하였으며, 촬영당시 약간 구름이 낀

상태(partly cloudy 30~50%)로 촬영하기에는 양호한 날

씨였으나, 풍속이 다소 높은 편이였다. 2015년 2월 11일

에 부경대학교 내 운동장의 약 100 m× 100 m 넓이를 가

진 지역에 대한 공간해상도 1 cm, 종·횡 중복도 75%로

비행계획을 수립하였다. UAV의 영상은UAV 촬영고도

약 35 m에서 6스트립으로 68매, 지상해상도 약 1 cm급

으로 취득되었다. UAV의 모니터링 및 ground control

system (GCS)는 Mission Planner S/W를 이용하여 수행

하였으며, LTE망에서 할당하는 IP주소를 이용하여 스

마트 카메라와Mission Planner S/W를 TCP통신으로 연

결하였다.

그 결과, Fig. 8과 같이 Mission Planner S/W내의 log

Browser를 통해 UAV로 전송된 Mavlink 메시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Table 5의 Mavlink log 파일과 log Browser

를 통해 확인된 Mavlink 메시지를 비교한 결과 일치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행 시 비행 속도는 2 m/sec였으며, 촬영된 영상은

비행 속도에 따라 평균 5초 정도씩 촬영이 되었다. 비행

시 비행시간은 약 12분 정도였으며, 사진 촬영시간은 약

5분이였다. 그 결과 약 12분 정도의 비행을 통해 스마트

카메라의 68개 영상과 이에 해당하는 센서 값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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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ation of UAV
Category Specification
Model X8+
UAV Multicopter

Autopilot Pixhawk v2.4.5 / ArduCopter 3.2
GPS 3DR u-blox GPS with Compass

Ground Station Radio 3DR Data Radio (433 MHz)
Motors SunnySKY V2216-12 KV800II

Propellers 8 (APC Propelleer 11X4.7 SF(4),
SFP(4))

Size and weight Size: 35 × 51 × 20 cm,
Weight: 2.56 kg

Flight time 12 ~ 15 minute
Take off/landing auto / manual

Payload 800g

Table 4.  Specification of smart camera
CategoryC Specification
Model Galaxy NX

Dimensions 136.5 × 101.46 × 56 mm
Operation System Android OS v4.2 Jellybean

Memory Built-in Memory 16GB
Processor Quad Core 1.6GHz

Sensors Accelerometer, Digital Compass,
Proximity, Light, Gyro

Connectivity LTE 4G, Wi-Fi, Bluetooth
Image Sensor Type 20.3MP APS-C CMOS
Sensor Size 1/2.3 (in)

Sensor resolution 5472 × 348
Focal Length 18



였다. UAV로 촬영된 영상의 위치는 Fig. 9와 같다.

스마트 카메라의 자동촬영 시스템에서 획득된 원본

image의 파일 크기는 평균 약 7.8 MB이며, thumbnail

image는 원본 image의 9% (약 718.8 KB)로 축소되어 생

성하는데 약 3초가 소요되었다. 원본 image와 thumbnail

image가 웹서버로 전송될 때, data rate는 LTE 네트워크

의 상태에 따라 속도 차이를 보였다. thumbnail image의

경우, data rate는 약 100 Kbps ~ 약 520 Kbps, 전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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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pecification of smart camera
EKF3, 125108, 0.15, 0.00, 0.05, 0.04, 0.13, 0.19, 0, -1, 2, 0.00
EKF4, 125108, 0.02, 0.02, 0.01, 0.00, 0.00, 0.01, 0.00, 0, 0, 1, 0
AHR2, 125108, -0.26, 0.30, 344.50, 43.26000, 35.1331374, 129.1067453
RCIN, 125108, 1502, 1506, 992, 1505, 1147, 1504, 1430, 992, 0, 0, 0, 0, 0, 0
RCOU, 125109, 1082, 1082, 1082, 1082, 1082, 1082, 1082, 1082
IMU, 125109, 0.002624, -0.004743, 0.008318, -0.049489, 0.104732, -9.489821
IMU2, 125109, 0.006461, -0.001186, 0.015029, 0.019783, 0.079126, -9.579512
IMU, 125129, -0.003439, 0.002485, 0.002063, 0.005408, 0.041610, -9.885791

Fig. 9. Location of the Acquired image.

Fig. 8. GCS Log Browser.



은 약 2.1초 ~ 약 7.3초 이었고, 원본 image의 경우, date

rate는 약 600 Kbps ~ 약 1100 Kbps, 전송시간은 약 35초

~ 약 58초 이었다.

2) 카메라 검정

사진측량은 대상 공간 내의 점, 투영중심, 그리고 초

점면상의 점 이 일직선을 이룬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

는 공선조건식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실제 카메라 렌

즈는 이상적인 곡률을 가질 수 없다. 이로 인해 광선은

렌즈를 통과하여 영상면까지 완전 일직선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의 왜곡에 대한 검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

사진측량 시스템의 측정 정확도는 센스의 품질과 내

부표정의 정확한 모델링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

므로 카메라 검정은 사진측량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부

분이다. 본 연구에서 내부표정요소는 Photomodeler에

의해 계산되었다(Table 6). self-calibration을 위한 광속조

정(bundle adjustment) 결과, 대상 좌표(object coordinate)

의 RMS error는 대상 평면에서 X, Y, Z 방향으로 모두

1 mm 이내로 나타났다.

3) 정확도 분석

본 연구에서 촬영된 지역은 향후 지속적인 테스트베

드로서 목적을 위해 정하였으며, 총 68매를 촬영하여 그

중 38장의 사진으로 정사영상을 제작하였다. 처리소프

트웨어는 ERDAS LPS를 이용하였다. 지상기준점은 번

들조정의 최소기준점 보다 많은 영상당 6점 이상을

GPS RTK 측량방법으로 얻었으며 인접 영상간의 Tie

Point는 정확도가 높은 점을 우선으로 처리하였다. 번들

조정 결과는 Table 7과 같다.

5회의 반복계산결과 Total RMSE는 1.3을 보여 신뢰

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제작된 정사영상의 최

종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시험대상지역에 GCP를 제

외하고 16점의 검사점을 고르게 배치하여 GPS측량 하

였다. 표 2는 검사점에 대한 정사모자익영상과 GPS좌

표의 차를 보인 것으로 절대값의 평균이 X좌표에서

0.018 m, Y좌표에서 0.015 m그리고 z좌표에서 0.04 m로

1:1,000수지지형도를 제작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된다.

촬영된영상을이용한 image block과TLS DEM을이용

하여 최종 생성된 각각의 정사영상(Fig. 10)에서 편평한

지역에대한스마트카메라영상기반의DEM (0.1 m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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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Orthorectified Image.

Table 6.  Camera Calibration Result
SAMSUNG NX with 16mm Lens

RMS error (mm) X 0.205
Y 0.153
Z 0.258

Intrinsic parameter
focal length (mm) cK 16.8065
principal point (mm) xH -0.2163

yH 0.0031
Distortion parameters
symmetric radial K1 5.2380E-05

K2 2.6840E-07
decentering P1 1.1250E-04

P2 1.5520E-05

Table 7.  The result of aerial triangulation

Nuber Of
CGCP

Ground(m) Image(Pixel) Total RMSE 
(Pixel)X Y Z X Y

95 0.018 0.015 0.04 0.872 1.004 1.3

Table 8. Dem distribution and cross-validation results (Unit: m)
LiDAR DEM UAV DEM Residual

Min. 4.846 4.677 -0.409
Max. 8.140 7.994 0.610
Mean 5.086 4.964 0.122
Std.Dev 0.339 0.332 0.079



을 생성하였다. 이 구역에 대한, 정사영상과 automatic

terrain extraction에 의해 생성된 영상 기반의 DEM은

Fig. 11a에나타낸것과같다. 또한, 이상과같이동일한구

역에 대한 지상LiDAR DEM(Fig. 11b)과 영상 기반DEM

간의차이를비교하였다 (Table 8). 그결과, residual의평균

은 0.122 m, 표준편차는 0.079 m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고가의 센서들로 구성된 상용UAV

시스템을 이용한 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정확도를 나타

내지만, 이것들이 단 1개의 스마트카메라에 의해 생성

된 결과라는 점에서 비용적, 효율적 측면에서 만족할 만

한 결과로 판단된다.

5. 결 론

RF 모뎀을 사용하는 기존의 방식은 1~2 km 반경의

제한된 통신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통신법 상 10 mW

로 제한을 두고 있어 장거리 통신을 하는데 제약을 받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고 고해상도

카메라가 탑재된 스마트 카메라를 이용하여 RF모뎀을

대체하는 안드로이드기반의 UAV 통신모듈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UAV 통신모듈 시스템

은 내장된 고해상도의 카메라와 각종 센서, 4G, 블루투

스의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하여Arduino 통신보드와 관

제서버가 없이도UAV의 정보 및 카메라의 정보를 실시

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영상 획득

이 필요한 지역에서UAV에 영상 획득 장비로써 스마트

카메라를 탑재하여 근접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기 위

한 시스템으로써 자동촬영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스마

트 카메라는 카메라 모듈과 각종 센서가 포함되어 있어

근접 항공사진측량을 카메라 한 대만으로도 가능하다

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획득된 영상을 이용하여 번들조정결과

Total RMSE 1.3 pixel으로 나타났으며, 지상라이다와 촬

영된 영상에서 추출된DEM을 비교한 결과 평균 12 cm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고가의 상용 제품에 비해

낮은 정확도를 보였지만, 1:1000수치지도 제작이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UAV 통신모

듈 시스템과 자동촬영 시스템은 스마트 카메라 하나로

UAV 시스템과 지상관제 시스템을 연결해주며, 영상획

득 뿐만이 아니라, UAV 시스템의GPS와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자기 계측 센서 등의 센서로 부터 획득된 3차

원 위치정보와 3차원 자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서 항공삼각측량을 통한UAV의 위치 및 보정 작

업에 실시간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UAV 관제시스템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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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DEM of Testbed. (a) Extracted UAV Image, (b) TLS LiDAR.



용한 고해상도 영상 취득과 고정밀 정사영상 및 DEM

생성 등을 통해 매핑 정확도 평가부분, UAV의 위치 및

자세정보 등을 이용한 무기준점 항공삼각측량 방법에

대한 활용 방안 등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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