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

http://dx.doi.org/10.7230/KOSCAS.2017.48.199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한 3D 라이브러리 플랫폼 구축 및 

강화지석묘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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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군사적 목적으로 제작된 드론의 활용이 일반적인 용도로 그 사

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콘텐츠 제작에 있어 드론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

는데 특히 영상 촬영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드론에서 촬영된 2차원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및 

3차원 모델을 생성하고 메쉬 데이터를 3차원 라이브러리로 모듈화한 플

랫폼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드론을 이용하여 2차원 영상 데이터

를 취득하고, 취득된 2차원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포인트 클라우

드를 생성하고, 추출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3차원 메쉬 데이터로 변환한 

후 변환되어진 3차원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라이브러리 플랫폼을 개발한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플랫폼은 촬영된 데

이터를 3차원 데이터로 변환하여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 시

에 특수 영상을 위한 실제 세트 제작 비용 절감 및 시간을 단축 할 수 있

고, 실감 미디어 및 특수 영상, 전시 영상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

문 인력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

주제어 : 드론 영상, 3차원 변환,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3차원 라

이브러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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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영상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드론(Drone)을 이용한 촬영

물이 빈번하게 제작되고 있다.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

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

를 가리키는데, 최초 군사용으로 시작된 드론의 기술은 크게 발

전하여 세계 각국의 주요 공중 전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정찰, 

감시, 공격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어 왔다. 이러한 드론의 활

용도는 군사용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가

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민간용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주로 연구, 

방송, 재난 구조, 취미 활동, 물류 배송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14년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64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

으며, 시장 조사업체 BI 인텔리전스는 2015년 민간 드론 시장 규

모는 5억 달러에 이르고, 2023년에는 22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상업용 민간 드론시장 성장세는 연평균 35% 이상이라

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처럼 드론 시장은 차세대 산업분야로 주

목받으며 향후 10년 간 가장 주목받는 아이템으로 선정되기도 하

였다. 

이같은 드론의 대중화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항공 촬영 분야인데, 드론으로 인해 기존의 항공 촬영 시 

소요되는 고가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저공 촬

영이나 곡예 비행을 통해 스펙타클한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장소의 제약에서 자유로우며 또한 비행 절차가 간편하고, 기동력

이 뛰어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조작이 비교적 간편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은 주로 영상물 제작에 있어 더욱 풍부하고 현장감있는 

화면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단순히 촬영위주의 활용도

에서 벗어나 이를 특수 영상 제작 등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규모 영역에서의 드론과 같은 초경량 무인 비행 장치를 이

용한 항공 사진 촬영은 기존 항공기를 이용한 방식보다 경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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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렴하고 비교적 편리한 방법으로 정사영상과 3차원 모델 취

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그동안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어 왔다1). 김2)은 무인 항공 사진 측량 및 지상 사진 측량 기법

을 이용한 문화재의 고정밀 3차원 실감 모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문화재 발굴 지구에 대한 기준점 측량 및 무인 항공 사진 촬영을 

수행하여 3차원 실감 모형을 제작하였으며, 무인 항공 사진 측량

의 문화재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정 등3)은 형상의 변화가 

수시로 발생하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를 통하여 취

득한 영상을 활용하여 3차원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치 지도의 수시 갱신이 용이하다는 

점과 중복 투자가 최소화됨에 따라 예산절감 효과 등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조4)는 무인 항공기에서 촬영된 영상으로부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수치 정사 영상 등의 3차원 공간 정보를 취득

하고, 취득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GPS 측량 정보

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토목 

시공 현장의 최신 지형 공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고, 취득된 3차원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시공 현장 3차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 관리와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채5) 등은 소형 무인 항공기인 드론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하였고,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대상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성산일출

봉 및 그 일원으로 조사면적은 1400m×800m이었다. 

1) 김지항,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공간정보 취득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2) 김광호, 무인항공 사진측량을 이용한 고해상도 실감모형 제작, 충북대
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3) 정성혁, 임형민, 이재기, "무인항공 사진측량을 이용한 3D 공간정보 
취득", 한국측량학회지, 제28권, 제1호, pp. 161-168, 2010.

4) 조영선, UAV 를 이용한 3 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현장관리 시스템 개
발,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5) 채휘영, 박성근, 박선현, 「무인항공기(드론)을 이용한 제주도 성산일
출봉의 3차원 공간정보 취득」, 『대한지질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권, 제1호, pp. 35-3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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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주로 드론 등의 초경량 무인 비행 

장치로부터 취득한 3차원 공간 정보를 이용하여 기존의 지형 측

량 장비들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지형등고선, 

수치표고모형과 현황도 및 횡단면도 제작, 지형·지물 변화정보 

추출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에서 촬

영된 2차원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및 3차원 

모델을 생성하고 메쉬 데이터를 3차원 라이브러리로 모듈화한 플

랫폼을 개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드론을 이용하여 2차원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고, 취득된 2차원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추출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3차원 

메쉬 데이터로 변환한 후 변환되어진 3차원 데이터를 다양한 분

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라이브러리 플랫폼을 개발한다. 

본 논문의 플랫폼 개발의 목적은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된 데이터

를 3차원 데이터로 변환하여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제

작 시에 특수 영상을 위한 실제 세트 제작 비용 절감 및 시간을 

단축 할 수 있고, 실감 미디어 및 특수 영상, 전시 영상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한 3차원 데이터 변환 기법을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실험 환경 및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에 대하여 서술하였

다.

Ⅱ. 드론 촬영 영상을 활용한 3차원 데이터 변환

기존에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은 대부분 실사 2차원 영상 그

대로 영상물에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드론

을 활용한 대상물의 데이터 취득을 위한 촬영 계획 설계 및 유형 

선택, 비행 유형과 경로 등을 관계 법령을 체계적으로 검토 진행 

후 대상물에 대한 2차원 영상을 촬영한다. 이를 포인트 클라우드

로 변환하고, 3차원 메쉬 데이터로 변환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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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3차원 메쉬 데이터를 라이브러리 데이터로 만들고 공용으

로 쓸 수 있는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다.

그림 1. 제안 기법의 처리 과정

1. 드론을 이용한 항공 영상 촬영 

국방부에서는 150m의 고도 하에서는 비행해도 상관없다고 하

나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제한 구역에서도 사전 신고를 하는 

것으로 되고, 항공 촬영은 비행 승인과는 다르게 국방부에 승인

을 따로 받아야한다. 또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촬영허가를 받

을 때에는 국방부 및 지방 항공청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비행 계획은 총 4가지

로 계획한다. 1번 비행 계획은 지상 1.5 ~ 2m의 높이로 대상물을 

근접으로 촬영한다. 정확한 텍스쳐 확보를 목적으로 점층 되게 

저공촬영한다. 2번 비행 계획은 지상 2.5 ~ 4m의 높이로 대상물

과 거리를 두어 촬영한다. 텍스쳐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부분적인 

형태를 잡기 위함이고 3차 비행계획과 1차 비행계획의 중간 정도 

거리에서 점층되게 촬영한다. 3번 촬영은 전체적 형태가 잘 드러

나게 촬영한다. 4 ~ 6m의 높이로 대상물의 외각 라인이 잘 보일 

수 있게 촬영한다. 마지막 촬영은 사이드 촬영으로 대상물 주위

를 10미터 이상으로 규칙적으로 촬영한다. 이 촬영은 전체의 바

닥 텍스쳐의 이미지 취득이 주 목적이다. 조광을 이용한 3차원 

재구성 기법은 크게 줄무늬 패턴 추출, 줄무늬 패턴 매칭,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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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정보를 계산하여 재구성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줄무늬 패턴 

추출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어 내기 위

해서 필터링을 수행한 후 줄무늬 패턴의 대표 부분을 선택적으로 

추출한다. 줄무늬 패턴 매칭은 색 공간이 분할된 줄무늬 패턴과 

프로젝터가 투사하는 원본 줄무늬 패턴을 서로 대조하여 최소의 

비용이 발생하는 줄무늬를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3

차원 깊이 정보 계산은 카메라와 프로젝터의 기하학적 관계를 통

해 추출된 모든 점의 깊이 정보를 계산한다. 

(a) (b)

(c) (d)

그림 2. 비행 계획

(a) 1번 (b) 2번 (c) 3번 (d) 4번

2. 2차원 영상 기반의 포인트 클라우드 변환

2차원 드론 촬영 영상의 포인트 클라우드 변환은 2차원 드론 

촬영 영상에서 식별 가능한 특이점을 자동 추출 및 상호 연계하

여 지상 기준점 정보를 반영한 후 자동 항공 삼각법(Automatic 

Aerial Triangulation)에 의하여 기하 보정한다6)7). 그 후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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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드론 촬영 사진들 간의 비교를 통해 여러 장의 사진에서 동일

한 지점을 나타내는 특이점을 자동 정합8)한다. 이 때, 본 논문에

서는 크기, 이동, 회전 등의 어파인 변환에 강인한 특성을 갖는 

알고리즘으로 잘 알려진 SIFT(Scale-Invariant Feature 

Transform) 특징 기술자와, 많은 대응 쌍을 바탕으로 최적의 변

환 파라미터를 찾기 위한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 알고

리즘9)10)을 사용하였다. 먼저 블록 매칭(Block Matching)을 통하

여 유사한 영역을 중심으로 관심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상의 관

심 영역에서 SIFT 특징을 추출하고, 각각의 특징점을 중심으로 4

개의 이웃점의 상관 관계가 높은 쌍을 대응점으로 선택한다. 다

음으로, 상관 관계가 높은 쌍들 중에서 다른 대응점과의 거리가 

임계값 이상인 대응점을 대표 특징 쌍으로 결정하고, 대표 특징 

쌍을 기준으로 출력 영상의 크기를 결정하고, 이에 맞는 변환 함

수를 적용한다. 이때 변환 함수는 기본적인 크기 변환, 회전, 이

동, 투영 변환으로 구성된 어파인 변환 함수를 고려하였으며, 

RANSA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적의 변환 함수를 추정하였다. 마

지막으로 정합된 특이점들을 추출하여 3차원 좌표를 가지는 포인

트 클라우드를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150장의 2차원 드론 촬

영 영상 중에서  특이점을 추출하기 어려운 10장의 사진을 제외

6) 채휘영, 박성근, 박선현, 「무인항공기(드론)을 이용한 제주도 성산일
출봉의 3차원 공간정보 취득」, 『대한지질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권, 제1호, pp. 35-36, 2016.

7) T. Schenk, "Towards Automatic Aerial Triangulation," ISPRS 
Journal of Photogrammetry & Remote Sensing, Vol. 52, pp. 110-121, 
1997.

8)  김경임, 박정선, 「다방향 카메라 영상의 방사형 왜곡 보정 및 파노
라마 영상 합성」,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제9권, 제6호, 
pp.56-65, 2013(12)

9) R. Szeliski, "Image Alignment and Stitching: A Tutorial," 
Foundations and Trends in Computer Graphics and Vision, Vol. 2, 
No. 1, pp. 1-104, 2006.

10) M.A. Fischler and R. C. Bolles, “Random Sample Consensus: A 
Paradigm for Model Fitting with Applications to Image Analysis 
and Automated Cartography,”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24, 
No. 6, pp.381-395,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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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40장의 사진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 정보를 제작하였다. 3차

원 공간 정보를 취득한 결과 특이점은 Tie Points는 13,385개가 

Dense Cloud Points는 15,654개를 획득하였다.

3.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3차원 데이터 변환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3차원 데이터 변환 과정은 3차원 메

쉬(mesh) 구축 과정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다양한 크기

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실세계를 표현하고, 삼각형은 상호 중첩되

지 않으며 서로 인접하는 불규칙 삼각망 방식을 통해 면으로 생

성하는 과정이다11)12)13). 3차원 데이터를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후처리 과정에서 다루기 어렵고 표면

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림 3에서와 같이 메쉬 구

축을 통해 3D 모델링 과정을 거친다. 본 연구에서는 총 

1,629,444개의 face와 816,591개의 vertex가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질감 구축 과정은 메쉬로 구성된 3D 데이터의 사실

적인 표현을 위해 촬영된 영상을 메쉬에 입히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매쉬는 3차원의 현실감 있는 시각적 표현이 가능해진다. 특

히 입체적인 구조물의 경우 측면에 수행한 영상 맵핑을 통해 입

체 구조물의 특징이 사실적으로 표현된다. 

11) 김지항,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공간정보 취득에 대한 연
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12) 김정태, 「드론을 이용한 3D맵핑 시스템 활용에 대한 연구」, 경성대
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6.

13) R. Fabio, "From Point Cloud to Surface: The Modeling and 
Visualization Problem," International Archives of the 

Photogrammetry, Remote Sensing and Spatial Information Sciences, 

Vol. 34, No. 5, pp. 1-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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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3. 3차원 메쉬 생성 과정 개념도

(a)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b) 삼각형화 (c) 최종 생성된 3차원 메쉬

III. 3차원 라이브러리 플랫폼 구축 결과

본 연구에서는 보급형 무인항공기 DJI PHANTOM 2 VISION+를 

이용하여 대상 지역의 항공 사진 촬영을 수행하였다. DJI 

PHANTOM 2 VISION+는 4개의 회전익을 가진 쿼드콥터

(Quardcopter)로서, 기체에 GPS/IMU가 내장되어 자세제어, 정지

비행, 자동 이착륙 등이 가능하며, 1,400만 화소의 RGB 카메라 

PHANTOM MSIONFC200_5.0을 탑재하고 있어 고해상도의 항공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카메라의 센서 크기는 1/2.3"이고, 영상 해상

도는 4384 × 3288이고, 1080p HD 녹화가 지원되며, 녹화 FOV는 

110° / 85° 이다14).

본 연구에서 3차원 라이브러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촬영 대

14) http://www.dji.com/kr/phantom-2-vision-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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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강화 지석묘를 선정하였다.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에 위치한 

강화 지석묘는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에 위치한 문화재

로 사적 137호이다. 강화 지석묘는 사계절에 걸쳐 자연환경에 따

른 고인돌의 느낌 및 변이 현상을 관찰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

어 드론 촬영 대상물로 선정하였다. 드론 촬영에 들어가기 위해 

강화군청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이후에 촬영을 시행하였다.

먼저 140개의 영상을 촬영하여 데이터 추출을 위한 레퍼런스

로 삼았는데, 지석묘의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높

이와 거리에서 촬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4에서와 같이 2

차원 영상 기반의 포인트 클라우드 변환을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그림 5에서와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3차원 데이터 변환을 

수행하였다.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를 3차원으로 그림 5(a)와 같

이 초기 생성하고, 그림 5(b)와 같이 보정 절차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그림 5(c)와 같이 삼각형화 과정과 그림 5(d)와 같이 

평활화 과정을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텍스쳐를 합성하여 그림 

5(e)와 같은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4. 드론 촬영 영상과 포인트 클라우드 변환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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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그림 5.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3차원 데이터 변환 수행 과정 및 결과 

(a)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초기 결과 (b)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보정 (c) 삼각형화 

(d) 평활화 적용 (e) 텍스쳐가 합성된 최종 결과

마지막으로 변환된 3차원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집적

할 수 있는 그림 6과 같이 3차원 라이브러리로 플랫폼을 구축한

다. 3차원 라이브러리 플랫폼은 그림 6(a)와 같이 강화지석묘를 

포함한 촬영 대상과 Image Data로 표시된 실제 촬영 데이터, 포

인트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술 자료, 드론과 관련된 포럼 게시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 구축된 3차원 라이브러리 플랫폼

에서 그림 6(b)는 강화 지석묘를 실제 드론 촬영한 영상 데이터 

자료이고, 그림 6(c)는 3차원 모델링 결과 자료이고, 그림 6(d) 

포인트 클라우드에 관련된 기술 설명 자료이다. 그림 7은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에 축적한 자료들을 실제 홈페이지에서 활용한 

사례이다. 홍보 및 교육용으로 보다 실감나는 가상 경험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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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3차원 라이브러리 플랫폼 구축 결과

 (a) 라이브러리 구분 항목 (b) 실제 드론 촬영  영상 데이터 자료 (c) 

3차원 모델링 결과 자료 

(d) 포인트 클라우드에 관련된 기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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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7. 3차원 라이브러리 플랫폼의 실제 적용 결과 

(a) 강화도 내에서 위치 소개 (b) 강화지석묘 개요 (c) 가상 3차원 

모델링 결과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드론에서 촬영된 2차원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

여 포인트 클라우드 및 3차원 모델을 생성하고 메쉬 데이터를 3

차원 라이브러리로 모듈화한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드론을 이용하여 2차원 영상 데이터를 취득하고, 취득된 2

차원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였

다. 추출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3차원 메쉬 데이터로 변환한 후 

변환되어진 3차원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서

비스 라이브러리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의 플랫폼 개발의 목적은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된 데

이터를 3차원 데이터로 변환하여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제작 시에 특수 영상을 위한 실제 세트 제작 비용 절감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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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축 할 수 있고, 실감 미디어 및 특수 영상, 전시 영상15) 분

야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 그 

밖에 문화재16)나 개발 전 환경, 사고 현장의 기록들을 2차원 영

상이 아닌 3차원 객체로 만들어 변화와 보존에 관련된 데이터베

이스 구축이 가능하다. 향후 실제 데이터의 실제 측량 결과와 3

차원 재구성 결과의 정확성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계

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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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D Library Platform Construction using Drone Images and its 

Application to Kangwha Dolmen 

Kim, Kyoung-Ho ․ Kim, Min-Jung  ․ and Jeongjin Lee

Recently, a drone is used for the general purpose 

application although the drone was builtfor the military 

purpose. A drone is actively used for the creation of contents, 

and an image acquisition. In this paper, we develop a 3D 

library module platform using 3D mesh model data, which is 

generated by a drone image and its point cloud. First, a lot 

of 2D image data are taken by a drone, and a point cloud 

data is generated from 2D drone images. A 3D mesh data is 

acquired from point cloud data. Then, we develop a service 

library platform using a transformed 3D data for multi-purpose 

uses. Our platform with 3D data can minimize the cost and 

time of contents creation for special effects during the 

production of a movie, drama, or documentary. Our platform 

can contribute the creation of experts for the digital contents 

production in the field of a realistic media, a special image, 

and exhibitions.

Key Word : Drone Imaging, 3D Transformation, 3D Point 

Cloud, 3D Library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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