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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교통사고 분석에서 항공 사진의 유용성

교통사고분석에 활용하는 분석 자료로는 사고 현장

에 대한 차로 폭, 차선 폭, 차량 또는 보행자의 충격 지

점, 최종 위치 및 자세, 차량들의 진행 상황, 타이어 흔, 

유류물의 위치 등이 이용되고 있다.

현장 약도는 교통사고를 분석하는데 직접적인 의미

가 없으나, 이러한 사고 현장의 흔적 등을 도식하여 묘

사하고 시뮬레이션의 배경으로도 사용되고 있다1-16). 

그리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담당 경찰관은 사

고 현장에서 차량 최종 위치, 흔적들을 백색 페인트 등

으로 표시하고 약도를 작성하며, 이후 다른 사람이 조

사 또는 공학적인 감정을 하는 경우에 경찰관이 작성

한 약도에서 오류가 있는지 다시 측정하고 흔적 등을 

사진 촬영하면서 약도 작성을 다시 반복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약도를 작성 시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

선 폭, 흔적 등을 측정하여 수기로 개략도를 그린 후 

나중에 PC에서 약도를 그리게 된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 흔적이 많은 경우에 이 방법으

로는 신속하지 못하여 길게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

다. 특히 신속성을 매우 요구하는 교통량이 많은 대도

시 교차로, 고속도로 등의 현장에서 차량을 통제하면

서 차선 폭, 많은 흔적 등을 측정하면서 개략도를 작성 

시 어려움이 크다. 2006년 4월 3일 서해대교 29중 연쇄

추돌로 11명이 사망한 사고와 같은 경우가 현장의 차

량들의 최종위치, 흔적 등에 대한 약도 작성 시에 특별

히 많은 시간의 소요가 예상되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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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utline map is used for the descrip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traffic accident. One way to produce the outline map i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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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fine as the picture of the site. Aerial recording equipment so called HeliCam can produce an outline map that can substitute that of 
manual method with even faster production time and higher resolution. However, the produced picture have errors which are resulted by 
distor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camera and direction of the photographing. This paper provides correction of the distortion of 
oultline map produced by HeliCam using Adobe Photoshop and PC-Rect. The result showed resonable error range less than 6 cm(0.1%) 
for 60 m×30 m area taken by HeliCam. The presented method develops outline map with small error, which is useful to traffic accident 
analysis, and traffic accident cases analyzed in this study were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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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의 항공 사진을 이용하여 약도

를 작성하는 방법이 현장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으나, 네이버나 다음의 항공 사진에는 사고 차량들

의 최종위치, 흔적 등이 없어 사고 현장에서 흔적을 측

정하고 그려서 약도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시간을 많이 

단축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지도를 제작 시 항공촬영하고 왜곡을 보정하

여 축척하는 방법을 이용하듯이, 사고 현장에서 유류

물, 타이어 흔, 스크레치, 페인트 표시 흔적 등을 측정

하여 수기로 개략도를 그리는 대신에 헬리캠(드론)을 

이용하면 단 몇 분 내에 신속하게 촬영할 수 있으며, 

이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무실에서 항공 사진의 

왜곡을 교정하고 평면도(수직뷰)로 보정하고, 차량 위

치, 흔적 등의 거리, 각도를 PC의 프로그램으로 측정하

면 보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1은 

PC-CRASH Software로 항공 촬영된 사진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장면을 묘사한 사진이다.

항공사진에서 가운데가 볼록하게 보이는 왜곡은 

Adobe Photosho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교정하고, 도

로의 경사 또는 헬리캠 카메라가 기울어짐에 의해 항

공사진이 도로에 수직하게 촬영되지 못하는 것은 

PC-Rec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평면도(수직뷰)로 교

정하였다. 그러나 도로의 경사도가 가변적인 경우에는 

경사도에 따라 도로 구간을 각각 항공 촬영하고 

PC-Rect 소프트웨어로 교정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

을 뿐만아니라, 경사도가 일정한 경우보다 오차가 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정된 항공사진에서는 사고 현장의 노면, 유

류물, 타이어 흔, 스크레치, 표시 흔적 등이 사진으로 세

밀하게 표현되며, 이 평면도를 시뮬레이션의 배경 화면

으로 사용하면 현실감 있게 재현되어 유용하다6-15,17-20).

또한 차량의 사진을 항공 사진에 삽입하면 충격 지

점, 충격 자세 등의 사고 상황을 보다 사실적으로 재현

Fig. 1. distance measure in PC-CRASH Software.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고 현장이 넓고, 흔적이 많은 경우에 항

공 촬영된 사진으로 약도를 대체하여 사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교정된 항공 사진에서 왜

곡이 크면 사고 현장의 흔적 등의 거리, 각도를 PC의 

프로그램으로 측정하기 곤란해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진의 왜곡을 보정하여 

최소화 하는 기술을 Photoshop과 PC-Rect 적용 중심으

로 제시하였다.

1.2 항공 사진의 왜곡 보정과 평면도 제작 

헬리캠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은 가운데가 볼록하게 

보이는 왜곡이 있고, 헬리캠 카메라 렌즈의 광축은 노

면에 대하여 정확히 수직하지 않으므로 노면을 촬영한 

사진도 정확하게 평면도가 되지 않으므로, 항공 사진

의 왜곡 보정과 평면도로 제작하여야 한다.

항공 촬영된 사진의 왜곡을 교정하고 평면도로 제작

할 수 있는 스프트웨어로 pix 4D mapper가 알려져 있

다22). 그러나 pix 4D mapper 소프트웨어는 촬영된 사진

에 GPS 정보가 기록되는 Phantom, Inspire 등의 헬리캠

이 요구되고, 50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야 하므로 시간

이 많이 소요되며, 평면도로 제작된 사진은 3D 영상으

로 맵핑한 상태이므로 해상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Fig. 2는 pix 4D mapper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제작된 

평면도 사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Adobe 

Photoshop CS4를 사용하여 항공 촬영된 사진의 왜곡을 

교정하고, 교통사고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C-Rect 4.1 소프트웨어로14-16) 항공 사진을 수직 뷰로 

제작하였으며, PC-Crash 10.1 소프트웨어로 현장의 흔

적에 대한 길이를 측정하여 교정된 사진의 오차를 측

정하고 오차를 줄이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Fig. 2. Aerial photography map made by pix 4D mapper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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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장비와 촬영 장소

2.1 항공 촬영 장비

2017년 3월 30일자 항공법이 폐지되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개정되어 운영

되므로, 향후 실제 사용자들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내

용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항공안전법에 의하면 

드론은 배터리를 포함한 드론의 무게가 12 kg 이하이

고 비영업용인 경우 장치 신고가 면제된다. 2017년 1월 

1일자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된 드론 촬영신고절차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와 항공사진 촬영허가신청서를 따로 부서별, 지

역별로 연락할 필요없이 간단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항공 촬영 장비의 기체는 DJI 

S1000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량급 전동식 헬기이

며, 카메라 본체는 Canon 5D mark3이고, 카메라 렌즈

는 Canon ef 14mm f2.8lⅡ usm을 사용하였다. 이 렌즈

는 어안렌즈 중에서 상대적으로 왜곡이 거의 없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헬기가 저공 비행하는 경우에

서도 넓은 영역을 촬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곡이 

적어 약도 제작에 유리하다. Fig. 3는 DJI S1000 헬리캠

의 사진이다.

2.2 평면도 제작을 위해 사용된 항공 촬영 장소

평면도 사진을 제작하기 위하여 항공 촬영할 장소로

서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공원 주차장을 선정하였고, 

촬영 시간은 주차하는 차량들이 드문 시간대인 평일 

오전을 선택하였다.

치악산 공원 주차장은 경사각 약 2.4o이고, 주차장의 

일부분인 가로×세로 약 60 m × 30 m의 주차선 영역에

Fig. 3. DJI S1000 heli cam.

Fig. 4. Parking place of mountain Chiak’s park.

대하여 항공 촬영하고, 주차선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Fig. 4는 치악산 공원 주차장의 사진이다.

3. 결 과

3.1 항공 촬영된 사진을 평면도로 교정한 사진

헬리캠을 이용하여 항공 촬영하게 되면, 노면은 카메

라 렌즈의 광축에 수직으로 촬영되지 않고 비스듬한 각

도에서 촬영되게 된다. 왜냐하면 노면이 수평이 아닌 

경사각을 가질 수 있고, 헬기의 카메라 렌즈 광축이 지

면과 수직한 방향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 촬영한 사진을 PC-Rec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평면도(수직뷰)로 교정하여야 한다.

Fig. 5는 치악산 공원 주차장에서 평면도 사진 제작

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로×세로 약 60 m × 30 m의 주

차선 영역에 대하여 항공 촬영한 사진이다.

Fig. 5는 헬리캠 카메라가 노면을 수직으로 촬영하

지 못해 주차선이 사다리꼴 형상이나 Fig. 6은 교정되

어 직사각형 형상으로 되었음을 볼 수 있다.

3.1.1 좁은 영역 표식을 사용하여 교정한 사진

현장의 주차선을 가로×세로 약 60 m × 30 m로 항공 

촬영된 사진을 PC-Rect 소프트웨어로서 평면도로 교정 

Fig. 5. Photo to make aerial photography map.



항공사진 촬영 왜곡보정기술 개발 및 적용 사례 - Photoshop과 PC-Rect 적용 중심

한국안전학회지, 제32권 제4호, 2017년 103

Fig. 6. Aerial photography map corrected to top view.

시, 좁은 영역 사각형 표식은 가로×세로 약 12 m × 7 

m로 하였다.

Fig. 6은 항공 촬영한 사진을 평면도로 교정한 사진

이며, 황색 좌표 값은 영점(0 0)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현장을 측정한 좌표 값이고, 녹색 좌표 값은 교정한 약

도에서 PC-CRASH 소프트웨어로 측정한 좌표 값이며, 

녹색의 ‘×’표시는 PC-Rect 소프트웨어에서 교정하기 

위해 사용한 사각형 표식(12 m × 7 m)이다.

그리고 24개 좌표 지점들 간 상호 각각 대하여 

PC-CRASH 소프트웨어에서 측정한 거리들과 실제 거

리들을 모두 비교해 볼 때, 최대 오차는 약 100 cm로 

측정되었다.

3.1.2 넓은 영역 표식을 사용하여 교정한 사진

가로×세로 약 60 m × 30 m로 항공 촬영된 사진을 

PC-Rec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평면도로 교정 시, 넓은 

영역 사각형 표식은 가로×세로 약 60 m × 30 m로 하였다.

Fig. 7은 항공 촬영된 사진을 평면도로 교정한 사진

이고, 녹색의 ‘×’표시는 PC-Rect 소프트웨어에서 교정

하기 위해 사용한 사각형 표식(60 m × 30 m)이다.

그리고 24개 좌표 지점들 간 상호 각각 대하여 

PC-CRASH 소프트웨어에서 측정한 거리들과 실제 거

Fig. 7. Aerial photography map corrected to top view.

리들을 모두 비교해 볼 때, 최대 오차는 약 75 cm로 측

정되었다.

3.2 항공 촬영된 사진의 왜곡을 교정한 후, 평면도로 보정

한 사진

본 실험에서 사용한 렌즈로 촬영한 사진은 왜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항공 촬영된 사진에

서 왜곡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조금 볼록하게 보이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항공 촬영한 사진을 Adobe Photoshop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왜곡 제거 설정 값을 여러 가지의 수

로 바꾸어 가면서 시각적으로 왜곡이 가장 작게 되는 

설정 값을 선택하여 사진의 왜곡을 교정한 후, PC-Rec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평면도로 교정하였다.

Fig. 8은 항공 촬영한 사진을 소프트웨어(Adobe 

Photoshop)를 사용하여 사진의 왜곡을 교정한 사진이다.

Fig. 8. Correction of lens distortion for aerial photo.

3.2.1 왜곡을 교정한 후 좁은 영역 표식을 사용하여 평면도
로 교정한 사진

가로×세로 약 60 m × 30 m로 항공 촬영한 사진을 

Adobe Photosho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진의 왜곡

을 교정한 후, 좁은 영역 사각형 표식을 가로×세로 약 

12 m × 7 m로 하고 PC-Rec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평면도로 교정하였다.

Fig. 9는 항공 촬영한 사진의 왜곡을 교정한 후, 평

면도로 교정한 사진이며, 녹색의 ‘×’표시는 소프트웨어

(PC-Rect)에서 교정하기 위해 사용한 사각형 표식(12 m 

× 7 m)이다.

그리고 24개 좌표 지점들 간 상호 각각 대하여 

PC-CRASH 소프트웨어에서 측정한 거리들과 실제 거

리들을 모두 비교해 볼 때, 최대 오차는 약 40 cm로 측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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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erial photography map corrected to top view.

3.2.2 왜곡을 교정한 후, 넓은 영역 표식을 사용하여 평면
도로 교정한 사진

가로×세로 약 60 m × 30 m로 항공 촬영한 사진의 

왜곡을 교정한 후, 넓은 영역 사각형 표식을 가로×세

로 약 60 m × 30 m로 하고 PC-Rect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여 평면도로 교정하였다.

Fig. 10은 항공 촬영한 사진의 렌즈 왜곡을 교정한 

후, 평면도로 교정한 사진이며, 녹색의 ‘×’는 PC-Rect 

소프트웨어에서 교정하기 위해 사용한 사각형 표식(60 

m × 30 m)이다.

Fig. 10. Aerial photography map corrected to top view.

그리고 24개 좌표 지점들 간 상호 각각 대하여 

PC-CRASH 소프트웨어에서 측정한 거리들과 실제 거

리들을 모두 비교해 볼 때, 최대 오차는 약 6 cm로 측

정되었다.

4. 보정기술을 적용한 활용 사례

4.1 2016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카니발 중앙선침범 사고

카니발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의뢰 내용은 카니발 차량의 중앙선침범 여부이었다. 

사고 현장에서는 오토바이의 타이어 흔적이 식별되

었고 타이어 흔적으로 부터 약 48.1 m 지점에서 피해

자의 최종위치 표시 흔적, 약 62.7 m 지점에서 오토바

이의 최종위치 표시 흔적이 식별되었으며, 수많은 긁

힌흔, 유류물 등의 흔적들이 식별되었다. 약도를 작성 

시 흔적들의 위치, 길이, 거리, 각도 등을 모두 측정하

여 정확히 표시하려면 교통량이 많은 사고 현장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현장을 가로×세로 약 

41 m × 11 m인 사각형 표식을 하여 항공 촬영하고, 촬

영한 사진을 Adobe Photosho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왜곡을 교정한 후, PC-Rec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평

면도로 교정하였다. 그리고 평면도로 교정된 사진을 

PC-CRASH 소프트웨어에서 불러 들여서 흔적들에 대

하여 위치, 길이, 거리, 각도 등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교통량이 많고 수 많은 흔적들이 있는 사고 

현장에 대하여 항공 촬영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매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항공 사진은 약도보다 세

밀하고 현실감 있게 표현되었으며 PC-CRASH 소프트

웨어에서 흔적들의 길이, 거리 등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었으므로, 유용하게 활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실제 적용 사례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

정기술을 적용함으로서 기존 재현 작업에 비해 오차나 

재현과정에 투입되는 시간적 측면의 감소들에서 큰 효

과를 보았다.

Fig. 11은 항공 촬영한 사고 현장의 사진을 Adobe 

Photoshop과 PC-Rect 소프트웨어로 교정한 사진이다. 

그리고 카니발 차량과 오토바이를 항공 촬영하고, 카

니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진을 사고 현장의 사진에 삽

입하여, 카니발 차량과 오토바이의 충격 지점, 충격 자세 

등을 재현하여 상황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Fig. 12는 항공 촬영한 사진에 카니발 차량과 오토바

이를 삽입하여 사고를 재현한 사진이다.

Fig. 11. Aerial photography map corrected to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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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erial photography map and Accident reproduced 
photos.

4.2 2015년 1월 청량리역 열차 사고

피해자가 열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건으로, 의뢰 

내용은 피해자가 보행 중에 열차에 역과되었는지, 열

차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진 후 열차에 역과되었는지 

여부와, 시뮬레이션 재현이었다.

사고 현장을 항공 촬영한 사진을 왜곡 교정하고 

PC-CRASH 소프트웨어의 배경화면으로 하여 시뮬레이

션한 결과, 현장감있게 재현할 수 있었다.

Fig. 13은 항공 촬영한 사진과 사고 재현 시뮬레이션 

사진이다.

4.3 2015년 5월 인천지방조달청 내 비축창고 신축공사 

중 붕괴사고

공사장이 붕괴된 사건으로, 의뢰 내용은 공사장 붕

괴 원인 분석이었다. 공사장은 매우 넓고 붕괴된 구조

Fig. 13. Aerial photography map and Accident reproduced 
simulations.

Fig. 14. Accident scene photos and photography map.

물이 복잡하여 약도를 제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

다. 사고 현장을 항공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에서 전체

적으로 보고 붕괴 시작 지점을 확인하고 붕괴 상황을 

확인하여 붕괴 원인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Fig. 14는 사고 현장 사진과 항공 촬영한 사진이다.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 가로×세로 약 60 m × 30 m 영역을 항

공 촬영한 후, 촬영한 사진의 왜곡을 교정하지 않은 상

태로 PC-Rect 소프트웨어로서 평면도로 교정한 사진을 

보면, 평면도 사진에서 측정한 거리들과 실제 거리들

을 비교해 볼 때, PC-Rect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사

각형 표식을 좁게하는 경우에 최대 거리 오차는 약 

100 cm / 60 m(1.7%)로 측정되었으나, 사각형 표식을 

넓게하는 경우에는 최대 거리 오차가 약 75 cm / 60 m 

(1.3%)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사진의 렌즈 왜곡을 Adobe Photoshop 소프트

웨어로서 교정한 후, PC-Rect 소프트웨어에서 평면도

로 교정한 사진을 보면, 평면도 사진에서 측정한 거리

들과 실제 거리들을 비교해 볼 때, PC-Rect 소프트웨어

에서 사용하는 사각형 표식을 좁게하는 경우에 최대 

거리 오차는 약 40 cm / 60 m(0.7%)로 측정되었으나, 

사각형 표식을 넓게하는 경우에는 최대 거리 오차가 

약 6 cm / 60 m(0.1%)로 측정되었다.

그러므로 현장에 대하여 Adobe Photoshop 소프트웨

어로서 교정한 후 PC-Rect 소프트웨어에서 사각형 표

식을 이용하여 평면도로 교정한 사진을 보면, 사각형 

표식의 내부에서 측정한 거리들은 외부에서 측정한 거

리에 비하여 실제 거리와의 오차가 매우 작게(0.1%) 측

정되었으므로, 사각형 표식을 넓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실제 적용 사례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

정기술을 적용함으로서 기존 재현 작업에 비해 오차나 

재현과정에 투입되는 시간적 측면의 감소들에서 큰 효

과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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