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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we generated orthoimages and Digital Elevation Model (DEM) from
Unmanned Aerial Vehicle (UAV) to confirm the accuracy of possibility of geospatial information system
generation, then compared the DEM with the topographic height values measured from Real Time
Kinematic-GPS (RTK-GPS). The DEMs were generated from aerial triangulation method using fixed-
wing UAV and rotary-wing UAV, and DEM based on the waterline method also generated. For the
accurate generation of mosaic images and DEM, the distorted images occurred by interior and exterior
orientation were corrected using camera calibration. In addition, we set up the 30 Ground Control Points
(GPCs) in order to correct of the UAVs position error. Therefore, the mosaic images and DEM were
obtained with geometric error less than 30 cm. The height of generated DEMs by UAVs were compared
with the levelled elevation by RTK-GPS. The value of R-square is closely 1. From this study, we could
confirm that accurate DEM of the tidal flat can be generated using UAVs and these detailed spatial
information about tidal flat will be widely used for tidal flat management.
Key Words : UAV, mosaic image, DEM, interior orientation, exterior orientation

요약 : 이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연안 갯벌의 정확한 공간지형정보 생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 정사영상과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였다. RTK-GPS로 측량한 고도 값을 이용하여 수치표고모델의 정확

도를 분석하였다. 고정익 무인항공기와 회전익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삼각측량법으로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였고, 조위상태가 다른 영상의 수륙경계선 추출법을 사용해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였다. 정확한 정사

영상과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촬영한 카메라의 내부표정 및 외부표정에 의해 발생한 왜곡과 무인항

공기 자세변화로 발생한 왜곡을 보정해 주었다. 또한 위치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31개의 지상기준점을 설치

하였으며 이를 통해 30 cm 이내의 위치오차를 갖는 정사영상과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였다. 갯벌에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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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갯벌 면적의 감소 및 해

안선의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

정이며, 이러한 자연 및 인위적으로 변화하는 갯벌의 퇴

적과 침식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갯벌의 연

안 환경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인공위성 원격탐사 자료

가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Choi and Ryu (2011)는 공

간해상도 4 m 급의 IKONOS와 KOMPSAT-2 인공위성

자료를 사용하여 2001년, 2008년 두 시기 간 갯벌의 퇴

적상 분포 변화 파악을 시도한바 있으며, Ryu et al.(2003)

은 현장에서 채취한 조간대 갯벌 시료의 광학반사도와

입도, 함수율, 지형등의퇴적환경요인과 Landsat ETM+

위성 자료의 상관관계를 밝혀 광학위성영상을 통한 조

간대 갯벌 표층퇴적물 분류에 적용 가능한 기준 입도

를 제시하였다. 조간대 지형변화 파악을 위해 Ryu et al.

(2000)은 Landsat TM, IRS-1C 그리고 SPOT XS의 멀티

스펙트럴 센서와 ERS-1/2, RADARSAT의 SAR센서 영

상으로부터 연안 갯벌의 수륙경계선을 추출하여 수치

표고모델을 생성하였으며, Park et al.(2009)은 TerraSAR-

X의 X-밴드 SAR 영상을 이용해 수륙경계선 추출을 통

한 수치표고모델 생성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위성

영상의 수륙경계선 추출 방법을 통한 수치표고모델 생

성 방법의 경우 낮은 시간해상도로 인해 단기간 내에 퇴

적/침식 작용에 의해 변화된 지역은 적용시키기 힘든

단점이 있으며, 원하는 날짜 및 시간에 영상을 얻기 힘

들다. 또한 낮은 공간해상도로 인해 추출한 수륙경계선

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무인항공기의 경우 이러한 위성영상의 한계점을 보

완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로 촬영한 영상은 위성영상에

비해 수 cm 급의 높은 공간해상도를 가진다(Tahar et al.,

2011). 강한 바람, 강수, 눈 등 날씨제약이 있지 않는 한

원하는 시기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륙 준비 시간

이 매우 짧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및 연료가 충

분하다면 언제든지 비행이 가능하기에 시간해상도가

매우 높다. 무인항공기의 활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도 물

품 운송 및 군사적 목적과 더불어 민간분야에서도 다양

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재난 및 재해의 방지와 감시의 목

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Suzuki et al., 2008; Bendea

et al., 2008; Lin et al., 2010). 최근 다양한 무인항공기에 광

학 및 다중분광 센서를 장착하여 식생분포 및 농작물의

발육상태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 소형 무인

항공기를 이용하여 영상 획득을 위한 지상기준점 설치

및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있다(Rosnell and Honkavaara, 2012; Hunt et al., 2010).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결과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촬영된 영상의 보정은 필수적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무인항공기로 촬영된 영상은 크

게 2가지 영향에 의해 영상왜곡이 발생한다. 첫째로, 일

정한 고도에서 무인항공기를 운용할 시 바람영향으로

인한 기체의 흔들림 및 기울어짐으로부터 영상 외부표

정왜곡이 발생한다. 둘째로,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카메

라 및 렌즈 특성에 의해 발생한 영상 내부표정왜곡이 발

생하게 된다. 이러한 외부표정과 내부표정에 의해 발생

된 영상왜곡을 보정함으로써 촬영된 결과물의 정확도

를 높일 수 있다(Xiang and Tian, 2011a). 또한 지상기준

점으로 활용할 부동의 물체가 없는 연안 갯벌과 같은 지

역에 임의의 지상기준점을 설치함으로써 정확한 공간

지형정보 생성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무인항공기 영상

은 위성영상과 달리 복잡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 단점

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확한 영상보정을 통해 생성된 결

과물은 다양한 연구분야에 정량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정익 무인항공기와 회전익 무인항

공기를 이용하여 연안 갯벌에서 정확한 공간지형정보

의 생성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사영상과 수치표고

모델을 생성하고자 한다. 연구지역은 인천 옹진군 자월

면 소이작도에 위치한 벌안 갯벌로 설정하였다(Fig. 1).

위도 37˚11′5.77″N, 경도 126˚13´21.58˝E 에 위치한 벌안

갯벌의 폭과 높이는 약 700×700 m로 간조 때 드넓은 갯

벌이 완만하게 형성되는 연안 갯벌이다. 이 지역은 삼

면이 육지와 산으로 둘러 쌓여있어 외해의 영향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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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간격으로 측량한 2개 라인에 대한 RTK-GPS 고도자료와 무인항공기로 측량한 수치표고모델을 비교한

결과 R2 값이 1에 가까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안 갯벌에서 높은 정확도의 수치표고모델 생성이 가능

하며,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연안 갯벌에서의 공간지형정보 활용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적게 받는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벌안 갯

벌은 외해로부터 발생한 파랑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

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벌안 갯벌이 최대로 노출되

었을 때 1회의 비행으로 1장의 정사영상을 생성하였으

며 회전익 무인항공기는 약 10분 간격으로 총 5회의 비

행을 통해 갯벌 노출면적이 서로 다른 5장의 정사영상

을 생성하였다. 항공삼각측량법을 사용하여 2장의 수

치표고모델을 생성하였고 갯벌 노출면적이 서로 다른

6장의 정사영상을 이용해 수륙경계선을 내삽하여 1장

의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였다. RTK-GPS로 측량한 갯

벌의 지형고도 값과 생성된 수치표고모델을 비교함으

로써 연안 갯벌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정확한 공간

지형정보 생성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자료

1) 무인항공기 시스템

항공사진을 획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시스

템은 Fig. 2와 같다. 회전익 무인항공기(Fig. 2a)는DJI 사

의Vision-1000 모델을 사용하였으며(Mancini et al., 2013)

고정익무인항공기(Fig. 2b)는 SmartPlanes 사의 SmartOne

모델을 사용하였다(Gülch, 2012). 회전익 무인항공기에

는 Canon의 EOS 6D 카메라와 15 mm광각렌즈를 장착

하였으며, 고정익 무인항공기에는 Canon의 S95 카메라

를 장착하였고 사용한 렌즈는 6 mm이다. Fig. 2(c)는 회

전익 무인항공기에 사용되어 카메라를 고정시켜 주는

짐벌이며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함께 연동되어 운항 시

카메라 렌즈의 방향을 직하로 고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하였다. IMU Data Logger (Fig. 2(d))를 통해GPS

및 IMU 센서로부터 획득한 위치 및 자세정보 데이터를

저장 하도록 하였으며, 촬영을 수행할 연구지역 범위를

사전 계획하여 최적의 비행 루트 및 웨이포인트를 설정

한 후 이륙하도록 설정하였다(Fig. 3). 고정익 무인항공

기는 기체 내부에 카메라, 소형 IMU 센서 및 GPS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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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located at the Incheon.

Fig. 2.  The UAV systems used in the experiments, (a) rotary-
wing UAV, (b) fixed-wing UAV, (c) optical camera(Canon
6D), (d) IOSD data logger.



장되어 있다.

2) 고해상도 광학 영상의 기하보정

무인항공기로 촬영한 각 영상들은 다양한 원인에 의

해 기하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기하왜곡의 원인으로는

강한 바람 및 기체의 흔들림으로 인한 촬영방향(렌즈방

향) 변화로 발생하는 카메라 외부표정 왜곡이 있으며

카메라 렌즈의 초점거리, 주점, 왜곡 계수에 의해 발생

하는 내부표정 왜곡이 존재한다(Rieke et al., 2011). 이 연

구에서는 외부표정 보정을 위해 Xiang and Tian(2011b)

의 식 (1)-(9)을 이용하여 GPS로 측정된 위치정보를 대

입하여 지구중심고정좌표계 (Earth-Centered Earth-

Fixed, ECEF)로 변환 후 IMU 센서로부터 측정된 자세

정보를 이용하여 기하보정을 수행하였다. 이 때, 자이로

스코프와 함께 연동되는 짐벌의 영향을 고려하여 회전

익 무인항공기로 촬영한 영상의 자세보정은 따로 수행

하지 않았다.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경우 내장된 소형

IMU 센서를 이용하여 획득된 자세정보로부터 영상보

정을 수행하였다. 외부표정에 대한 기하보정을 수행 후

내부표정으로부터 발생한 영상의 왜곡 역시 보정해 주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렌즈의 초점거리가 감소

하면 영상 왜곡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보정해줄 카메

라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필요하다(Gao and Yin, 2013).

이 연구에 사용한 Canon 6D 카메라 렌즈는 광각렌즈로

초점거리는 15 mm이며 S95 카메라에 사용된 렌즈의 초

점거리는 6 mm이다. 6D 카메라와 S95 카메라의 이미

지 센서 크기는 서로 다르다. S95 카메라를 6D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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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xample of flight plan over the study area. Solid lines(white) means the path of the UAV.

Fig. 4.  The example of the images of the reference panel under
different directions.

Fig. 5.  The result of the distortion model and location of principal
point.



이미지 센서 크기에 맞게 환산하면 28 mm 초점거리에

대응한다. 내부표정 보정을 위해 6D 카메라와 S95 카

메라로 Fig. 4의 reference image를 다양한 방향에서 촬

영 후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여 영상의 주점

및 왜곡 계수를 계산하였다(Zhang, 1999). Fig. 5는 6D

카메라와 15 mm 렌즈로부터 발생한 왜곡을 표현한 것

으로 영상의 주점을 중심으로 형성된 방사형 왜곡을 나

타낸다. 이와 같은 왜곡모델을 생성 후 사용한 카메라

및 렌즈에 대한 내부표정 보정을 수행하였다.

3) 정사영상생성

이 연구에서, 정사영상 생성을 위해 Computer Vision

(CV) 영역에서 Lowe(2004)에 의해 개발된 Scale-Invariant

Keypoints(SIFT)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이는 영상 내

존재하는 극점을 추출한 뒤 3×3×3 영역의 26개의 점

을 비교하여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으로(Fig. 6), 동일한

특징점을 이용해 영상을 서로 접합하는 기술이다. 이때

생성한 정사영상은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부정확한 소

형GPS 및 IMU 센서에 의해 위치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데, 이러한 위치오차를 보정하여 정확한 정사영상 생성

을 위해 영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31개의 지상기준점을

촬영전연안갯벌위에미리설치하였다(Fig. 7(a), (b)).생

성한 정사영상의 테두리 부분 영역은 내부 영역에 비해

접합되는 영상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영상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사영상의 정확도가 떨어지

게 된다. 따라서 추가적인 10개의 육상 지상기준점을 설

정하였으며 RTK-GPS를 이용하여 육상 및 갯벌에 설치

된 지상기준점에 대한 정밀 고도 측량을 수행하였다

(Fig. 7(c)). RTK-GPS로 측량한 지상기준점의 위치정보

고도자료를 이용해 위치오차를 보정함으로써 30 cm 이

내의 위치오차를 갖는 정사영상을 생성하였다.

4) 수치표고모델 생성

연안 갯벌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간지형정보

생성 가능성 평가를 위해 수륙경계선 추출 및 항공삼각

측량 방법으로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였다. 조위상태

가 서로 다른 영상에서 해수-조간대 경계인 수륙경계선

을 추출하고 RTK-GPS로 측량된 정밀 고도자료를 수륙

경계선에 일치 시킴으로써 등고선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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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The locations of GCPs, (b) A tarp on the tidal flat, (c) Levelling using RTK-GPS.

Fig. 6.  The images are detected by comparing a pixel (marked
with X) to its 26 neighbors in 3×3 regions at the current
and adjacent pixels(Lowe, 2004).



(Kim and Park, 2006; Mason et al., 1995). 이 방법에 의해,

고정익 및 회전익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간조-만조 사

이에 획득한 6장 정사영상의 수륙경계선을 내삽하여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였다. 또한, 무인항공기의 위치

정보와 SIFT 알고리즘으로 추출한 각 영상의 동일한 2

개의 특징점을 이용하여 영상 내에 존재하는 모든 점

(pixel)를 3차원좌표로 변환하는 항공삼각측량법을 사

용하여 벌안 갯벌이 최대로 노출되었을 때 수치표고모

델을 생성하였다(Ruiz et al., 2013; Yuan et al., 2009). 다만,

회전익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경우는, 안개와 강한 바람

의 영향 때문에 이륙 시간이 지연되어 벌안 갯벌이 절

반가량 노출되었을 때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였다.

3. 연구결과

Fig. 8은 고정익 및 회전익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생

성한 6장의 벌안 갯벌 정사영상을 나타낸다. (a)는 고정

익 무인항공기로 생성한 정사영상이며, (b)-(f)는 회전익

무인항공기로 생성한 정사영상이다. (c), (d)영상의 바다

부분에서(상단부분) 관찰할 수 있는 일그러진 영역은

바람 또는 파도에 의해 상시 움직이는 물의 영향 때문

에 정사영상 생성과정에서 특징점 추출 및 접합이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다. 6장의 정사영상간 기하

오차는 30 cm 이내이며 촬영 정보는 Table. 1에 정리하

였다. 2014년 4월 2일 고정익 무인항공기로 생성한 정사

영상과 수치표고모델의 Ground Sampling Distance

(GSD)는 0.048 m, 2014년 6월 15일 회전익 무인항공기

로 5회 촬영하여 생성한 정사영상과 수치표고모델의

GSD는 0.082 m이며 수륙경계선을 이용해 생성한 수치

표고모델의 GSD는 1 m이다. 모든 정사영상 및 수치표

고모델은WGS84 UTM52N 좌표로 통일 시켰다.

Fig. 9(a)에 고정익과 회전익 무인항공기로 추출한 6개

의 수륙경계선을 나타냈다. 빨간색 라인은 고정익 무인

항공기로 추출한 수륙경계선이며 나머지 5개의 라인은

회전익 무인항공기로 추출한 수륙경계선이다. Fig. 9(b)

는 이를 내삽하여 생성한 수치표고모델이다. Fig. 10(a)

는 항공삼각측량법으로 생성한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수치표고모델이며 Fig. 10(b)는 벌안 갯벌의 절반영역에

대해 항공삼각측량법으로 생성한 회전익 무인항공의

수치표고모델을 나타낸다. 위 3가지 방법의 수치표고

모델을 비교하였을 때 벌안 갯벌의 전체적인 해발고도

는 약 _3 m에서 1.2 m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고정익 무인항공기로 항공삼각측량 방법을 이용하

여 생성한 수치표고모델의 경우 수륙경계선 방법에 비

해 갯벌 수로 등의 미세한 지형기복 확인이 가능하였다.

항공삼각측량 방법은 영상 픽셀 값을 기반으로 수치표

고모델을 생성하기 때문에 영상의 해상도가 좋아질수

록 정밀한 수치표고모델 생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륙

경계선 내삽 방법은 중간에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추

정하는 방법이므로 수로 등의 미세한 지형기복 확인에

적합하지 않다. 지형기복이 비교적 크지 않는 지역은 수

륙경계선 방법을 이용하여도 전체적인 고도 값 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2) 수치표고모델 정확도 검증

RTK-GPS를 이용하여 수치표고모델의 정확도 검증

을 위해 해안가-바다 방향으로 약 1 m 간격의 2개의 측

선을 설정하여 고도 측량을 수행하였다(Fig. 10(a)). 설정

한 측선 line1에서 12개, line2에서 10개 포인트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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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ixed-wing UAV and rotary-wing UAV dataset used in this study
No. UAV type Date Start time End time Altitude Image count Waterline color

1 Fixed wing 2014. 04. 02 11:51 12:36 150 m 567

2

Rotary wing 2014. 06. 15

13:43 13:51

280 m

683 14:15 14:23

4 14:44 14:52

5 15:15 15:19
28

6 15:3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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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mosaic images generated from (a) fixed-wing UAV, and (b-f) rotary-wing UAV. The above images are associated with
table 1.

Fig. 9.  (a) Extracted waterlines from the mosaic image by
rotary-wing, (b) the generated DEM using waterline
method.

Fig. 10.  Intertidal DEMs using the aerial triangulation method.
(a) intertidal DEM from the fixed-wing UAV, (b) intertidal
DEM from the rotary-wing UAV.



여 항공삼각측량법의 수치표고모델과 수륙경계선 방

법을 이용한 수치표고모델의 고도 값을 비교하였다. 이

때 사용한 RTK-GPS의 위치 및 고도 오차는 1 cm 이하

로, 수치표고모델의 정확도 비교 검증에 적합하다. 비교

결과 고정익 무인항공기로 항공삼각측량법을 사용해

생성한 수치표고모델이 RTK-GPS로 측량한 고도 값과

가장 많은 포인트에서 일치하였다(Fig. 11). 수륙경계선

방법을 이용해 생성한 수치표고모델은 연구지역 넓이

에 비해 적은 개수의 수륙경계선 추출로 인해 수로 등

의 미세한 지형변화는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전체적인

고도 값의 변화는 분석할 수 있었다. 회전익 무인항공

기의 항공삼각측량법을 사용한 수치표고모델의 경우

측선 중간 지점의 고도 값은 RTK-GPS와 일치하는 경

향을 나타냈지만 측선의 시작과 끝 지점의(영상의 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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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he relationship between topographic height measured by RTK-GPS and UAV using aerial triangulation and waterline method.
(a-c) corresponds to line 1, (d-f) corresponds to line 2.

(d)

(a) (c)(b)

(f)(e)

Fig. 11.  Variation of the topographic height acquired by RTK-GPS, waterline and aerial triangulation on line 1 (a) and line 2 (b).
(a) (b)



리 부분) 고도 값은 부정확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회전익 무인항공기는 운항 가능한 시간과 배터

리 상태를 고려하여 벌안 갯벌을 촬영하기 위해 상대적

으로 높은 고도에서 촬영을 수행할 수 밖에 없었으며 촬

영된 영상들간의 적은 중복도와 적은 촬영 매수를 가진

다(Table. 1). 따라서 많은 개수의 특징점 추출이 불가능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와 촬영

매수가 많은 고정익 무인항공기에 비해 수치표고모델

정확도가 낮게 나타났다. Fig. 12은 수치표고모델과

RTK-GPS로 측량한 고도 값을 상관도로 나타냈다. (a)-

(c)는 line 1에 대한 상관도, (d)-(f)는 line 2에 대한 상관도

이다.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항공삼각측량법 결정계수

R2 값은 line 1에서 0.9958, line 2에서 0.9938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수륙경계선 방법이

line 1에서 0.9744, line 2에서 0.9754, 회전익 무인항공기

의 항공삼각측량법이 line 1에서 0.9277, line 2에서 0.9719

로 계산되었다. 회전익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삼각

측량법의 경우 다른 방법에 비해 상관도 곡선의 기울기

와 약 0.2의 상향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Fig. 12(b), (e)).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높은 고도에 의한 영향으로

영상 내 적은 특징점 추출로 판단되며 추후 분석이 필

요한 부분이다. 3종류의 수치표고모델 생성 방법 모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지만 2개의 실측 고도 line에 대

한 검증만으로 영상 전체의 정확도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은 검증 포인트로부터 0.9 이상의 R2 값이 형

성됨을 미루어 볼 때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갯벌에서의

공간지형정보 활용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토의

이 연구에서는 고정익 무인항공기와 회전익 무인항

공기를 이용하여 지형변화가 크지 않은 연안 갯벌에서

의 무인항공기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연안 갯벌에서의

지형정보 분석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두가지

방법으로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였으며, 이를 RTK-

GPS로 측량한 정밀 고도자료와 비교해 정확도를 검증

하였다. 검증 결과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항공삼각측량

법으로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였을 때 가장 높은 정확

도를 나타냈다. 회전익 무인항공기의 항공삼각측량법

과 수륙경계선으로부터 등고선을 생성해 수치표고모

델을 생성하는 방법의 검증 결과는 고정익 무인항공기

의 항공삼각측량법에 비해 다소 정확도가 떨어졌다. 고

정익과 회전익 무인항공기 특성으로 인한 수치표고모

델 정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촬영을 수행

할 대상지에 대한 이륙계획, 운항루트 및 촬영고도, 카

메라와 렌즈선택 등의 촬영조건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생성한 정사영상과 수치표고모델의 정확도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고정익 무인항공기를 운용할 경우 이·착륙 장소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지만 회전익 무인항공기의 경

우 장소에 제한을 갖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형 지물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와 산림이 우거진 산지에

대한 촬영 계획을 수립한다면 회전익 무인항공기가 이

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지형 또는 지물의 영

향을 피해 비행 고도를 높여 촬영을 수행해야 하는 경

우 고해상도DSLR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는 회전익 무

인항공기가 유용할 것이다. 고정익 무인항공기는 회전

익에 비해 기체의 무게가 매우 가볍고 장시간 운항이 가

능해 긴 항속거리를 가지므로 매우 넓은 지역 촬영에 적

합할 것이다.

이 연구에 사용한 회전익 무인항공기의 무게는 9 kg

이며 운항시간은 약 15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운항 시간

대비 700×700 m 면적의 연구지역을 촬영하기 위해 촬

영 고도를 높일 수 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촬영된 영

상의 개수와 영상 중복도는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벌안

갯벌의 면적과 회전익 무인항공기의 운항시간을 고려

하여 최저 촬영고도를 280 m라 판단하여 촬영을 수행

하였으며, 150 m의 낮은 고도로 촬영한 고정익 무인항

공기와 비교하였을 때 수치표고모델의 정확도는 감소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회전익 무인항공기의 배터

리 성능향상을 통한 운항시간 증가와 더불어 장착 가능

한 고해상도 DSLR 카메라의 장점을 활용한다면 회전

익 무인항공기로 생성한 수치표고모델은 고정익 무인

항공기로 생성한 수치표고모델 정확도를 뛰어넘는 결

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치표고모

델을 생성함으로써 연안 갯벌의 전체적인 고도 값 변화

를 분석할 수 있었다. 수륙경계선 추출을 통한 수치표고

모델 생성 방법의 경우 정사영상 획득 빈도를 높여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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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수륙경계선을 추출할 경우 파악할 수 없었던 수로

등의 미세한 지형변화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다양한 센서 장착이 가능한 회전익 무인항공기

의 장점을 이용해 멀티스펙트럴 및 하이퍼스펙트럴 센

서를 개발한다면 회전익 무인항공기는 연안 갯벌 및 해

양 연구에 독자적인 분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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