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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floating debris detection algorithm using a Unmanned
Aerial Vehicle (UAV) and multispectral sensors. In addition, the occurrence range of floating debris was
estimated by applying the algorithm. An aerial photograph us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was used to
generate an orthoimage that can calculate the area. A spectrum survey of water, plants litter, polystyrene
foam etc. was conducted. After obtaining spectroscopic characteristics of floating debris and water, the
River Floating Debris (RFD) index was calculated. And we detected the floating debris through band
combination of sensor using RFD. As a result of the RFD application, accumulation zone of floating debris
was confirmed at three sites in the orthoimage. It was estimated that a lot of floating debris was
accumulated at 0.82 ha (8,200 m2), which is corresponding to 3.6% including the accumulation zone.
Key Words : Nakdong River, Floating debris, Unmanned Aerial Vehicle(UAV), Spectral Reflectance

요약 :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 및 다중분광센서를 이용한 부유쓰레기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하천의 부유쓰레기 발생 범위를 산정하였다. 부유쓰레기 탐지 구간을 대상으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촬영을 통해 면적 계산이 가능한 정사영상을 생성하였으며, 분광조사를 수행하여

하천수, 스티로폼, 초목류 등의 분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부유쓰레기 탐지 지수식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산출

된 지수식을 이용한 센서의 밴드 조합을 통해 스티로폼을 비롯한 부유쓰레기를 탐지하였다. 탐지 지수식 적

용 결과 정사영상 내 총 3지점에서 대량의 부유쓰레기 집적 구간이 확인되었으며, 탐지 대상 면적 중 집적

구간을 포함한 3.6%에 해당하는 0.82 ha(8,200 m2)에서 스티로폼과 초목류를 포함한 대량의 부유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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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장마나 태풍 등 집중호우 시 하천이나 하구에 유입된

다량의 부유쓰레기는 하천주변이나 하구에 일시에 집

적되며, 이와 같은 경우 인력과 장비의 수급 및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수면에 부유 또

는 잠기 상태로 정체하게 된다. 이 같이 장시간 정체되

어 있는 부유쓰레기는 수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경관훼

손 등의 1차적인 문제를 일으킨다(Jang et al., 2015). 또한

태풍 내습 등에 의해 유량 증가 시 하천·하구 집적되어

있는 부유쓰레기는 육상기인 해양쓰레기의 잠재적 위

험요소로써 2차적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일으킨다

(Jang et al., 2014). 그러나 현재 쓰레기 발생량 저감을 위

한 상류 유역의 상시 청소체계가 미흡하고, 중·하류 지

역에서의 쓰레기 사전 수거 노력이 미흡하여 대부분의

부유쓰레기가 하천, 하구, 해양으로 유출되고 있다. 따

라서 하구 및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양을 최소화하

기 위해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하류 유역에서

부유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위성영상의 경우 폭이 좁은 하천을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 공간해상도가 낮으며 수시로 변화하는 하천에 적

용하기엔 재방문 주기가 길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하천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다수의 연구가 수질분석

이나 Chlorophyll-a의 농도 추정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이며(Lee et al., 2014; Choe et al., 2011; Lim et al., 2015; Wang

et al., 2013), 하천부유쓰레기 탐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는 위성영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해상도와

공간해상도가 우수하며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조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Del Pozo et al., 2014). 최

근에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원격탐사가 기존원격탐

사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모니터링은 신속한 자료취득 및 분석

이 가능하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나 위험한 환

경에도 적용이 가능하다(Jang and Roh, 2005; Everaerts,

2008). 이러한 특징은 다양한 모니터링 분야에 무인항

공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Kim et

al., 2014).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하천조사 및 유역 모니

터링 또한 수질분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진행되었다

(Van et al., 2015; Kim et al., 2016; Su et al., 2015).

하천부유쓰레기 모니터링의 경우 성상분류나 거동

특성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반면(Lee et al., 2007; Jang et

al., 2014), 부유쓰레기의 탐지나 면적산출에 대한 연구

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Jang et al.(2011)은 무인 항공촬

영으로 취득된 영상에 배경 차감 기법 (Background

subtraction method)을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해안표착

물을 탐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백사장에 산

재되어 있는 해안표착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

에 하천과 같이 수생식물이나 부유물이 많은 지역에서

의 적용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운영에 효율적인 무인항

공기를 이용하여 하천 무인항공촬영 및 분광반사도 조

사를 통해 부유쓰레기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하천의 부유쓰레기 발생 범위를 산정

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자료 및 방법

1) 연구 지역

낙동강은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국내 두 번째 규모

의 대표적인 하천으로써 면적 -23,817 km2, 길이 -521.5

km로 국토 면적 24%를 차지하고, 산지가 많으며 하천

폭이 넓고 평탄하나 홍수로 인한 강물의 범람이 잦다

(Hong, 2007). 낙동강 유역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

지 총 29,694톤의 부유쓰레기가 수거되었으며(MOE,

2013), 부유쓰레기 중 갈대, 벼, 농산물, 자연목 등의 초

목류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Yu et al., 2002). 중·상류

에서 수거되지 못한 대량의 부유쓰레기가 하구 및 해양

으로 유출됨에 따라 수거 처리 비용 부담에 있어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갈등을 빚어왔다(Jang and Yoon, 2017).

본 연구에서는 하천 부유쓰레기 탐지를 위한 무인 항

공 영상 취득을 위하여 장마 기간인 2016년 7월 14일 낙

동강의 달성보–강정고령보 사이 하천을 대상으로 무인

항공촬영을 실시하였다(Fig. 1).

2)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영상 촬영

무인항공기는 작동방식에 따라 회전익과 고정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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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한다. 고정익 무인항공기는 동체에 날개가 고정

되어 있는 항공기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비행

기의 모습으로 프로펠러의 출력을 이용하여 날개에 양

력을 얻어 비행한다. 또한 바람을 타고 나르는 방식이

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적은 전력으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높은 고도에서 넓은 지역의 촬

영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을 고려하

여 사용한 무인항공기는 스위스 Sensefly사의 eBee고정

익 무인항공기를 사용하였다(Fig. 2a). eBee는 Flight

control software와기체의GPS(Global Positioning System),

IMU(Inertial Measurement Unit)를 이용한 자동비행이 기

능을 지원한다. eBee의 무게는 약 0.69 kg, 배터리 완충

시 최대 비행시간 50분, 순항속도 40~90 km/h, 단일 비

행 시 최대 12 km2 촬영이 가능하며 최대 3 km까지 통신

이 가능하다.

무인항공 촬영을 위하여 Canon사의 Powershot S110

RGB와 NIR 센서를 무인항공기에 탑재하였다(Fig. 2b,

2c). S110 RGB와NIR센서는Resolution – 12 million pixels,

Size -7.44×5.58 mm, Weight -0.7 kg, Pixel pitch -1.86 μm,

Image format – JPEG and RAW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RGB와NIR센서의 표준 밴드 자료를 제공함으로

써 영상의 분광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항공사진 촬영을 위한 비행계획은 비행제어 소프트

웨어인 Sensefly사의 eMotion2를 사용하였다. 해당 소프

트웨어를 통하여 비행경로, 고도, 촬영 중첩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맵과의 연동을 통하여 실제 촬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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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SenseFly’s eBee, (b) RGB sensor and spectrum band, (c) NIR sensor and spectrum band (https://www.
sensefly.com).

Figure 1.  Study area.



간에 대한 임의의 환경 조건에서 모의실험이 가능함으

로써 비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이하다. 모의실험 후 비

행경로는 Fig. 3a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비행 임무 매개

변수는 Table 1과 같다.

eBee는 기체의 무게가 0.69 kg인 만큼 가볍고,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특성상 2개의 센서를 동시에 탑재가 불

가능하여 1회 모니터링 시 S110 RGB와 NIR 센서를 따

로 기체에 탑재하여 영상자료를 취득하였다. 주변지역

을 포함한 하천 저수 구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148

Photographing stations이요구되었으며 4,000×3,000 pixel

의 개별 영상을 취득하였다(Fig. 3b).

항공촬영으로 취득된 각각의 개별 영상 전처리를 위

하여 상용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Pix4Dmapper pro를 사

용하였다. 무인항공기에 탑재되어 있는 GPS와 IMU로

부터 기록된 Flight log(촬영 당시의 고도, 경위도, 무인

항공기의 자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지오태깅과 기하

보정을 실시하였다. 이후 부유쓰레기 탐지를 위해 보정

이 완료된 영상을 정합하여 한 장의 정사영상을 생성하

였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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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light information of UAV image

Flight height 143 m
Ground Sampling Distance 5 cm/pixel
Single flight time ~ 25 min
Flight strip Rectangular route (6 line)
Lateral overlap 70%
Longitudinal overlap 70%

Figure 3.  (a) Flight routing for accumulation zone of floating debris, (b) Photographing stations of sensors
in flight route.



3) 지상분광반사측정

다양한 지표물을 각각 구성성분, 반사면, 입자상태

등 변수에 따라 고유의 분광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지표물의 분광특성은 종류와 성상을 구분하는데 중요

한 정보가 된다. 본 연구에서 센서의 분광 파장 대역 조

합을 이용한 무인항공영상 내 부유쓰레기 탐지 알고리

즘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장 분광반사도 측정을 수행하

였다. 현장 분광반사도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FieldSpecⓢ

HandHeld2(ASD inc., USA) (Fig. 5)를 사용하였으며, 장

비의 제원은 Table 3과 같다.

현장 분광반사도 측정은 10°의 FOV(Field Of View)

무인항공기 및 다중분광센서를 이용한 하천부유쓰레기 탐지 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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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 RGB (Red + Green + Blue) ortho image production, (b) NIR(Red + Green + NIR) ortho image production.

Table 2.  Results of ortho images generation

Ground Sampling Distance (GSD) 5.24 cm/ 2.06 in
Area Covered 0.7346 km2 / 73.4573 ha
Image Coordinate System WGS84
Output Coordinate System WGS84/UTM 52N

Figure 5.  Spectroradiometer and spectralon panel used in this
study.

Table 3.  Specification of spectroradiometer
Spectral Range 325~1075 nm
Spectral Resolution 3 nm at 700 nm
Sampling Interval 1.5 nm

Wavelength Accuracy ±1.0 nm for any one wavelength
feature

Noise Equivalent Radiance 5.0E-9 W/cm2/nm/sr at 700 nm



를 갖는 fore optic을 사용하였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측정하였다. 매시간 마다 99%의 반사율을

갖는 Spectralon panel(10×10 inch)을 사용하여 기준 반

사율을 측정하였다. 현장 분광 반사도는 하천주변의 식

생(초지, 수목 등), 하천수, 하천주변에 산재되어있는 부

유쓰레기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분광반사도 측정 시

GFOV(Ground Field Of View)의 지름이 약 17 cm 이하

가 되도록 센서의 측정거리가 1 m 이하에서 연직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바람 등에 의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점별로 5회 측정된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4) 부유쓰레기 탐지 지수

부유쓰레기의 탐지 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부유쓰

레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목류, 스티로폼

에 대한 분광반사도 패턴과(Lee et al., 2007), 하천에서 가

장 많이 관측되는 물과 수생식물의 분광반사도 패턴을

이용하였다. 먼저 현장에서 측정된 분광 반사도를 대상

물별 하나의 대표 반사도 값을 나타내도록 평균처리를

하였다. Fig. 6은 초목류, 스티로폼, 하천수, 수생식물에

대한 평균 반사도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각 대상물 별 반사도 값의 차이를 살펴보면 하천수의

경우 625 nm 대역과 850 nm 대역의 값이 각각 0.16과

0.13의 값을 가진다. 수생식물의 경우 625 nm에서 약

0.05, 850 nm에서 약 0.23으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초목류는 625 nm에서 약 0.11, 850 nm에서 약 0.21을 나

타내며, 스티로폼은 625 nm에서 약 0.5, 850 nm에서 0.65

의 값을 나타낸다. 위 그래프를 통해 하천수를 제외한

대상물은 625 nm보다 850 nm구간에서 높은 반사도 값

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광학적 특

성을 이용하여 하천수와 다른 대상물 간의 구별이 가능

하며, 이러한 특성을 통해 만들어진 RFD(River Floating

Debris) 지수식은 다음과 같다.

                       RFD =                          (1)

개발된 지수식 RFD에 의해 물, 수생식물, 초목류, 스

티로폼을 구분할 수 있다. 물의 경우 RFD에 대입하면

음수의 값을 가지며 다른 대상물의 경우 양수 값을 가

져 촬영된 영상에서 물을 제거할 수 있다. 나머지 대상

물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파장별 차이를 이용하여 임계

치 설정을 통해 분류가 가능하다. 스티로폼의 경우 625

nm와 850 nm값의 차이가 작아 0에 가까운 양수를 나타

내고 초목류와 수생식물 또한 625 nm와 850 nm의 값의

R650 nm – R625 nm

R650 nm + R62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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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pectral reflectance characteristics of objects for detection of floating debris, (a) plants litter, (b) polystyrene
foam, (c) water, (d) aquatic plants.



차이범위에 따라 점차 큰 결과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결과 값에 따라 0에 가까운 결과 값은 스티로폼, 스티로

폼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는 대상물은 초목

류, 연구대상 물질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대상물

을 수생식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결과 값

에 각 대상물에 적합한 임계치를 설정하여 분류하였다.

3. 연구 결과

1) 부유쓰레기 탐지

RFD를 통해 산출된 결과 값에 경험적인 임계치를 설

정하여 탐지한 부유쓰레기 영상은 Fig. 7과 같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경험적 임계치는 스티로폼류의 경우 0.08∼

0.15, 초목류는 0.15∼0.24, 수생식물은 0.24 이상의 값으

로 설정하였다.

2) 부유쓰레기 범위 추정

2014년 7월 14일 달성보–강정고령보 구간에 대한 무

인항공촬영을 통해 취득한 정사영상 중 수면을 제외한

육상은 비활성화 하여 촬영면적 중 수면을 중심으로 한

22.55 ha(225,500 m2)의 면적을 탐지 대상으로 하였다. 영

상 내 총 3지점(Site. 1∼Site. 3)에서 초목류, 스티로폼류

등을 비롯한 대량의 부유쓰레기 집적 구간이 확인되었

으며, 탐지대상 면적 중 집적 구간을 포함한 3.6%(0.82

ha(8,200 m2))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부유쓰레기가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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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Floating debris detection result by applying RFD and threshold.

Figure 8.  Detection and occurrence range of floating debris in monitoring area UAV.



수면으로부터 하천의 경계까지 부유물이 넓게 분포

되어 있는 Site. 1의 경우 수면을 포함한 0.7 ha(7,000 m2)

의 탐지면적(Detection area) 중 수생식물을 포함한 총 부

유물 탐지면적(Total detection area of floating matter)은

0.3 ha(3,000 m2)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생식물을 제외

한 부유쓰레기의 집적범위(Accumulation area of floating

debris)가 18.6%(0.13 ha(1,300 m2))의 면적을 차지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Fig. 9a). 다음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로 부

유쓰레기가 집적하여 탐지 시 수면이 넓게 포함된 Site.

2와 Site. 3은 탐지면적이 각각 1.5 ha(15,000 m2), 1.82 ha

(18,200 m2)로 Site. 1에 비해 면적이 2배 이상 넓었다(Fig

9b, 9c). 하지만 Site. 2와 Site. 3의 부유쓰레기의 집적범

위는 0.02 ha(200 m2)∼0.04ha(400 m2)로 Site. 1에 비해 적

은 면적으로 탐지되었다. 이는 Site. 1에 비해 부유물 중

수면의 집적 구간과 하천의 경계에서 수생식물이 차지

하는 면적이 넓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하천에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는 집중호우 시 하천

주변이나 하구에 집적되게 되며 이는 수생태계 교란, 수

질오염 등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추가적인 호우 시 부

유쓰레기는 해양으로 유입되어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구 및 해양으로 유입

되는 쓰레기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안으로 무인항공기 및 분광조사를 통해 부유쓰레기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하천

의 부유쓰레기 발생 범위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2016년 집중 호우 이후 낙동강의 달성보–강정고령보

사이 부유쓰레기 집적 구간에 대하여 무인항공기를 이

용한 항공촬영을 통해 정사영상을 생성하였으며, 부유

쓰레기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초목류, 스티로폼

과 하천수, 수생식물에 대한 분광반사도 패턴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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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mage detection results for accumulation zone of floating debris upper RGB image and lower
detection image, (a) Site. 1, (b) Site. 2, (c) Site. 3.

Table 3.  Detection results for accumulation zone of floating debris

Site. 1 Site. 2 Site. 3
Detection area 0.70 ha (7,000 m2) 1.50 ha (15,000 m2) 1.82 ha (18,200 m2)
Total detection area of floating matter 0.30 ha (3,000 m2) 0.26 ha  (2,600 m2) 0.29 ha  (2,900 m2)
Accumulation area of floating debris 0.13 ha (1,300 m2) 0.09 ha    (900 m2) 0.11 ha  (1,100 m2)



여 부유쓰레기 탐지식(RFD)을 산출하였다. RFD를 이

용한 센서의 밴드 조합과 경험적 임계치를 적용하여 스

티로폼을 포함한 부유쓰레기를 탐지하였다. RFD적용

결과 정사영상 내 총 3지점에서 대량의 부유쓰레기 집

적 구간이 확인되었으며, 탐지 대상 면적 중 집적 구간

을 포함한 3.6%에 해당하는 0.82 ha(8,200 m2)에서 스티

로폼과 초목류를 포함한 대량의 부유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유쓰레기의 분광 반사도 패턴과 사

용가능한 센서의 밴드를 이용하여 RFD를 산출하였다.

부유쓰레기의 70%가 초목류가 차지하고 있으며, Fig. 6

의 반사도 패턴을 보면 근적외선에서 높은 반사도를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스티로폼류 또한 초목류

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NDVI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초목류와 스티로폼류

의 반사도 절대 값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값의

차이범위에 따라 RFD에서 도출된 임계치 적용 시 서로

다른 성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및 다중분광센서를 이용

한 하천 부유쓰레기의 탐지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제시한 RFD를 이용하여 평상 시 보, 댐을 중심

으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주기적인 부유쓰레기 모니

터링 및 수거를 실시한다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저감 및 해양에서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RFD의 임계

치는 Canon Powershot S110 센서에 적용되는 상대적인

임계치로써, 다른 센서 적용 시 동일한 임계치를 적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유쓰레기의 탐지면적에

대한 정확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다

양한 파장대를 이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쓰레기 성상분

류 및 면적산출이 가능할 것이며, 탐지 정확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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