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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드론 플랫폼을 소개하였다. 구축중인 플랫폼은 사진측량, 원격탐사, 물리
탐사 등을 위한 다양한 드론 시스템과 현장에서 각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방안과 차량형 드론관제센터, 그리고 취득한
자료의 저장, 공유, 분석, 시각화 등을 위한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으로 구성된다. 구축한 드론 시스템의 개별적 적용 또
는 복합적 적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들로부터 그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지질조사 및 광물자원탐사를 위한 KIGAM 드론 플
랫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요어: 드론, 사진측량, 원격탐사, 물리탐사, 드론 데이터 플랫폼
Abstract: A drone platform built by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is introduced. The
platform consists of various drone systems developed at KIGAM for photogrammetry, remote exploration, physical
exploration, field operation methods, a vehicle-based drone control center, as well as a drone data platform for data
storage, sharing, analysis, and visualization of the acquired data. The performance of the drone platform is verified using
results obtained with the various systems, which are tested individually and in various combined applications. Finally,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KIGAM drone platform for geological surveys and mineral resource exploration is discussed.
Keywords: drone, photogrammetry, remote sensing, geophysical exploration, drone data platform

서

론

인해 이들의 영역을 드론이 점점 대체하고 있으며, 보다 정밀
하고 정확한 자료 제공이 가능해졌다(Ekaso et al., 2020;
Khaliq et al., 2019). 현재 중국의 DJI를 비롯한 많은 드론 제
작업체에서 다양한 임무형 드론을 출시하고 있다. 임무에 따른
각종 센서들이 탑재되며 적절한 모터 제어를 통한 안정적 비
행은 기본이고 자동/자율비행 및 인공지능이 포함된 소프트웨
어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DJI, 2020). 이러한 드론들은 숙련된
조종자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훈련을 거치면 직접 운용이 가능
하므로 산업용 드론 시장의 저변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의 획득과 관련된 산업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은 드론을 이용한 조사탐사가 기존의 방법을 대체하
거나 대체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방법과 필수적으로 병행
하여 수행할 가치가 있는 특정 자료의 생산 여부이다. 이러한
자료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시도들은

지질조사 및 광물자원탐사를 위한 지형 및 지질 등의 공간
정보는 인공위성,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지상탐사를 통해 다양
한 위치에서 획득할 수 있다. 최근에는 드론 기술의 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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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새로움으로 인해 잠시 각광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곧 시
장에서 외면 받을 것이다. 공간정보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드론을 통해 획득하는 모든 자료는 특정 수준 이
상의 정밀도와 좌표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드론 사진측량
(photogrammetry)을 통해 정밀한 영상/지형 지도를 제작하는
것과 더불어 드론 라이다(LiDAR), 열화상(thermal), 다중분광
(multi-spectral), 초분광(hyper-spectral) 등의 드론 원격탐사
(remote sensing) 자료를 더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드론을 통해 자력, 방사능, 전자탐사,
GPR 등의 물리탐사(geophysical exploration)를 수행하여 지중
정보를 획득, 함께 서비스함으로써 드론으로 취득한 데이터의
활용도를 넓히고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
(Heincke et al., 2019; Parshin et al., 2018; Connor et al.,
2016; Kirsch et al., 2018).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드론 기반의 사진측량, 원격탐사, 물
리탐사 수행을 통해 연구 사업에 필요한 자료 획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드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전문 드론 서비스
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해야 하는 자료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연구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취득
하고 처리하여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축한 드론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 자료를 취득할 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으며 양질의 자료 취득에
서부터 전문적인 자료 처리, 그리고 각각의 특성 있는 자료의
통합 및 융합을 통해 기존 방법으로는 어려웠던 여러 가지 유
용한 정보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축하고 있는
KIGAM 드론 플랫폼과 관련하여 상세히 기술하기에는 그 내
용이 방대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에 있으므로 본 논문에
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소
개할 내용은 임무 특성별 드론 시스템 구축 및 적용사례, 현장
에서 자료 취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차량형 드론
관제센터 및 취득한 자료의 저장, 공유, 분석, 시각화 등을 위
해 구축한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이다.

사진측량/원격탐사/물리탐사 드론 시스템 구축
사진 및 동영상 자료는 드론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자료 중 가
장 기초적인 것으로 원하는 자료의 취득은 쉬우나 공간정보로
서의 가치는 작다. 그러나 단순한 사진촬영이 아닌 드론 사진
측량을 통해 지도를 제작하거나 3차원 지형 모델을 도출한다
면 과업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고품질의 3차원 지
형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카메라, 진동을 방지하고
카메라를 조작하기 위한 짐벌, 드론 기체의 비행 안정성 및 자
동 비행 등이 요구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기술을 조합하고 적
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짐벌 일체형 카메라 드론의
출시와 임무에 따른 비행 및 촬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수
공급되어 손쉽게 양질의 자료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RTK

Fig. 1. Various drone systems built by KIGAM: (a) drone
photogrammetry system, (b) drone remote-sensing system, and (c)
drone geophysical exploration system.

(Real time kinematic), PPK (Post processed kinematic) 등의
기능을 탑재한 보급형 전문 매핑 드론 및 지상기준점(ground
control point, GCP)의 활용을 통해 좌표정확도를 수cm 수준의
정밀한 매핑이 가능해졌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구축한
드론 사진측량 시스템은 고화질 카메라 드론, RTK가 탑재된
매핑용 드론 및 넓은 영역의 매핑을 위한 고정익 드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1a).
드론 원격탐사 시스템은 열화상, 다중분광, 초분광 센서와
라이다 센서 등을 탑재한 드론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실화상
카메라로 획득할 수 없는 추가적인 지표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다. 과거에는 탑재되는 원격탐사 센서의 중량 및 크기가 크고
드론과 접목시키는데 있어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
근에 드론에 적합한 각종 원격탐사 센서가 개발되었으며 드론
일체형으로도 보급되고 있어 과거보다 드론 원격탐사의 수행
이 용이해졌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Fig. 1b와 같이 최
신형 센서 및 드론을 기반으로 열화상 드론, 다중분광 드론, 라
이다 드론, 초분광 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열화상과 다
중분광에 비해 라이다 및 초분광 센서는 아직 그 크기가 크며
중량이 3 kg 이상이므로 안정적인 자료 취득을 위해서 중대형
급 드론에 탑재하였다.
드론을 이용한 항공물리탐사는 방사능 탐사, 전자탐사, 자력
탐사 등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 지상 및 항공 물리탐사 센서를
제작하던 업체들에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드론용 물리탐사
센서들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는 해당 센서들을 도입하여 Fig. 1c와 같이 드론 물리탐사 시
스템을 구축하여 지상 물리탐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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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drone systems built by KIGAM.
Type
Photogrammetry

Remote sensing

Geophysical exploration

Rotary wing
Fixed wing
Thermal
Multispectral
LiDAR
Hyperspectral
Gamma-ray survey
Magnetic survey
EM survey

및 유인항공 물리탐사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 제공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사례 연구를 진행 중이다. 물리탐사 센서는
중량 및 크기가 크므로 중대형급 드론에 탑재하였으며 탐사
특성상 지면기준 일정지상고도 비행이 가능해야 하므로 그러
한 기능이 포함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Table 1에 사진측
량, 원격탐사, 물리탐사 드론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드론기체
및 탑재된 각종 센서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사진측량, 원격탐사, 물리탐사를 위한 드론을 운용하는데 있
어 자동비행은 필수이다. 자동비행은 드론의 수동조종이 어려
운 조종자가 편리하게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
만 적합한 매핑 파라메터를 고려한 비행을 통해 최적의 조건
으로 드론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JI에서
는 자사 제품으로 드론 매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자동비행
용 앱인 DJI GS pro를 출시하여 보급하고 있다. 포토모델링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Pix4D에서도 포토모델링 연계차원에서
자동비행 앱인 Pix4D capture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모바일용 앱과 PC용 자동비행 프로그램이 출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UgCS는 지형을 고려한 비행이 가능하여 균
질한 지면해상도(ground sampling distance, GSD)가 요구되는
지형모델구축을 포함하여 라이다 드론, 자력탐사 드론, GPR
드론 등 특수 임무형 드론을 운용하는데 선호되고 있다.
사진측량, 원격탐사, 물리탐사를 위한 드론으로 취득한 자료
의 후처리는 자료의 성격 및 사용 목적에 맞게 적합한 프로세
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각 종 후처리 프로세스들은 별도
의 후속 논문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드론 사진측량/원격탐사 시스템 시험 적용 사례
드론 사진측량은 특정 영역에 대해 중첩 촬영된 다수의 사
진으로부터 정사영상(orthomosaic) 및 수치표면모델(digital
surface model) 및 3차원 정밀지형모델(precise terrain model)
등을 생성할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매년 1-2회
독도의 모습을 Fig. 2와 같이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구성하고
있다. 디지털 모델의 해상도는 카메라의 성능 및 비행고도에
따라 결정되며 드론 사진측량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픽셀당

Aircraft
Inspire2
Phantom4 RTK
Trinity F90+
Matrice 210 RTK
Phantom4 multispectral
Matrice 600 pro
MG-1P
T16
Matrice 210 RTK
MG-1P

Sensor
Zenmuse X7
Sony RX1R 2
Zenmuse XT2
YellowScan Vx-15
Specim FX10, 17
Georadis D230A
Gemetrics MagArrow
Geophex UAV mounted GEM2

Fig. 2. Drone mapping results for geological survey and topography
monitoring of Dokdo: (a) orthomosaic (77700×81318, 1.44 cm/pix),
(b) digital surface model with 1 m interval contour (8709×8225,
19.1 cm/pix), and (c) 3D precise terrain model.

1.44 cm 정도의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구축하였다. 독도의 3차
원 모델은 정밀 3차원 지질도 작성, 낙석 및 산사태 등의 지형
변화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고 있다.
암반노두와 주변 식생 상태를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한 목적
으로 드론 사진측량과 더불어 드론 원격탐사 시스템을 서해안
지역 내 노두가 일부 드러난 지역에서 시험 적용해 보았으며
획득한 이미지를 Fig. 3에 도시하였다. 사진측량을 통해
300 m×170 m 크기의 영역에 대해 픽셀당 7.36 mm의 초고해
상도를 가지는 정사영상 및 수치표면모델을 구축하였다. Fig.
3b는 Fig. 3a의 A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현장 방문 전에 이러
한 드론 데이터로부터 현장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 조사 계획
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다중분광 센서는 청색, 녹색, 적
색, 적변, 근적외선 등 총 5개의 밴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여러 개의 밴드 정합 이미지로부터 정규식생지수
(normalized difference vegetation index, NDVI) 등 다양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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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amples of obtaining ground information using the drone photogrammetry and remote-sensing systems: (a) orthomosaic (7.36mm/
pix), (b) zoom-in orthomosaic (area A), (c) multispectral images in each band, and (d) various index images obtained using multispectral
images.

생관련 지수에 대한 이미지를 산출하였다. 모든 이미지가 좌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cm 수준의 높은 좌표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좌표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의 비교가 가능하
고 다양한 후처리 및 분석을 통해 지표 상태를 알 수 있는 유
용한 정보의 생산이 가능하다. 다중분광과 더불어 초분광 드론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본 현장에 추가로 투입하여 식생
외 암반과 관련된 지표 정보 도출을 추가적으로 시도할 예정
이다.

저고도 비행 드론 방사능/자력탐사 시스템 적용 사례
지상 탐사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능 및 자력탐사
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비행을 수행하였다. 지상 탐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지상 탐사로 수행한 결과에 버금가는 고정
밀, 고해상도 결과가 요구되므로 최대한 저고도로 드론을 비행
해야 하고 획득되는 물리탐사 정보에 정확한 위치정보가 포함
되어 있어야 한다. 탐사 수행 전에 해당 부지의 기본 정보를
얻기 위해 사진측량을 통해 정사영상, 수치표면모델을 Figs.
4a, b와 같이 생성하였다. 해당 지역은 초지가 있는 금강변 둔
치로 초지 내 언덕이 몇 지점 있으며 금강과의 경계에 수목이
있고 북동쪽에는 산지가 있는 형태다. 열화상 드론을 통해 열
화상 영상들을 중첩하여 획득하였으며 이로부터 Fig. 4c와 같
이 열화상 정합 이미지를 도출하였다. 또한, 다중분광 드론을
통해 도출한 여러 개의 밴드 정합 이미지로부터 Fig. 4d와 같
이 정규식생지수(NDVI) 이미지를 산출하였다. 이렇게 지도화
된 다양한 이미지들은 1차적으로 드론 물리탐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비행영역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가 되며 드론 물리탐사

Fig. 4. Ground information obtained with the drone photogrammetry
and remote-sensing systems for drone geophysical exploration: (a)
high- resolution orthomosaic (3.23cm/pix), (b) digital surface model
with 2-m spacing contour, (c) matching thermal image, (d) NDVI
image from multispectral images, (e) LiDAR point cloud (area C),
and (f) 3D precise terrain model obtained from the drone
photogrammetry.

를 통해 이상대로 파악된 영역에 대한 지표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지질조사 및 광물자원탐사를 위한 KIGAM 드론 플랫폼 구축

동일한 지역에서 라이다 드론을 이용하여 점군을 획득, 3차
원 지형정보를 구축하였으며 그 중 일부분을 Fig. 4e에 확대하
여 도시하였다. 라이다 센서는 YellowScan사의 Vx-15 모델로
고도 80 m 기준으로 5 cm 이하의 좌표 정확도를 보인다. 센서
의 중량이 3.0 kg 정도로 최대 탑재하중이 5.5 kg인 DJI
Matrice 600 pro 기체를 사용하였으며 비행시간은 약 20분이다.
드론 라이다를 통해 획득한 점군은 드론 사진측량을 통해 획
득한 3차원 지형정보(Fig. 4f 내 C지역)에 비해 수목 등과 같
은 복잡한 개체를 보다 잘 형상화 했다. 이러한 자료는 저고도
비행 드론 물리탐사 시스템의 일정지상고도 자동비행 설계에
있어 정확한 지형을 파악하고 비행경로상 장애물을 사전에 인
지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드론 사진측량 및 원격탐사를 수행한 영역 중 일부 영역
(Fig. 4에 A영역)에서 드론 물리탐사 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위
한 시험비행을 수행하였다. 드론 방사능 탐사는 지표의 특정
지점에 테스트용 137Cs 방사선 선원을 놓고 그 주변 영역에 대
해 격자 형태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방사능 탐사 드론을 비
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사용된 기체는 DJI T16로 최대
작업 탑재하중이 16 kg이며 비행시간은 탑재 하중에 따라 10
분에서 최대 18분이다. 탑재된 센서는 감마선 스펙트럼 측정
기(gamma-ray spectrometer)로 모델명은 Georadis사의 D230A
이며 중량은 약 4 kg이다. 테스트용 137Cs 방사선 선원의 세기
가 방사능 센서의 민감도에 비해 작아 양질의 자료를 취득하
기 위해서는 최대한 낮은 고도로 천천히 비행하는 것이 요구
되었다. 따라서 지상으로부터 방사능 센서를 1.5 m 거리를 유
지하며 1 m/s 속도로 비행하였으며 비행 측선 간격은 1.5 m로
설정하였다. T16 기체 측면에 탑재된 이미징 레이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 지상고도 유지 자동비행이 가능했으며 사용한
자동비행 프로그램은 조종기에 내장된 DJI MG2 앱이다. 드론
이 이동하며 1초 간격으로 각 지점에서 획득한 스펙트럼으로
부터 선량율(dose rate)을 계산하였으며 이러한 값들의 보간
(kriging)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는 그림 Fig. 5a와 같다. 해당
이미지에서 주변보다 선량율이 높은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실제 선원이 위치와 동일하였다.
동일지역에서 지표 근처 자력 이상대의 존재유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드론 자력탐사를 수행하였다. 사용한 자력탐사 센
서는 Geometrics사의 MagArrow로 중량이 1 kg정도이다. 방
사능 탐사용 드론에 비해 경량이며 소형인 DJI사의 Matrice
210 RTK(최대 작업 탑재하중이 1.23 kg)를 이용하였으며 비
행시간은 24분 정도이다. 드론으로부터의 잡음을 줄이기 위
해 드론 랜딩으로부터 케이블로 2.7 m 이격하여 매단 상태로
탐사를 수행하였다. 지상탐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
한 시험 비행이므로 최대한 저고도 비행을 하고자 하였으며
센서의 위치를 지표로부터 2.3 m를 유지한 상태로 5 m/s의 속
도로 측선 간격 1.5 m로 비행함으로써 격자 형태로 자료를 취
득하였다. 여기서 지상으로부터의 일정거리를 유지한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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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st results obtained with the drone geophysical exploration
system (area B shown in Fig. 4): (a) gamma-ray survey result (1.5
m above-ground flight), and (h) magnetic survey result (2.3 m
above-ground flight).

수치지형모델 기반의 지형고려 자동비행으로 수치지형모델은
사진측량을 통해 획득한 Fig. 4b에 도시된 수치표면모델을 사
용하였고 사용한 자동비행 프로그램은 UgCS이다. 획득한 자
력값들을 보간하여 좌표화된 이미지를 도출한 결과는 Fig. 5b
와 같으며 탐사 영역 내에서 주변보다 수십 nT 정도의 값 차
이가 나는 이상대를 몇 지점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지점과
동일한 좌표에서의 정사영상과 열화상, 다중분광 영상에서 특
이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크기가 아주 작거나 지
표 근처 지중에 해당 물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고도 비행 드론 전자탐사 시스템 적용 사례
드론 전자탐사 시스템에 사용된 기체는 DJI MG-1P로 최대
탑재하중은 10 kg, 비행시간은 9분에서 최대 20분이다. 사용한
센서는 Geophex사에서 개발한 전자탐사 센서로 지상 탐사에
서 사용하는 동일 회사 제품인 GEM-2와 그 형식은 유사하다.
드론으로부터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케이블로 2.7 m 이격하
였다. 케이블에 매달린 전자탐사 센서의 흔들림을 최대한 줄이
기 위해 지표로부터 1 m 높이로 1 m/s 속도를 유지하며 천천
히 비행하였다. 지표로부터 1 m 높이는 통상 GEM-2로 지상
탐사를 수행할 시 지표로부터 센서까지의 높이와 유사하다. 지

Fig. 6. Test results obtained with the drone EM survey system (1
m above-ground flight): (a) several signals separated by frequency
(quadrature), and (b) drone flight path and map image in the UTM
coordin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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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부터의 일정거리를 유지한 방식은 드론 방사능 탐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센서의 흔들림이나 드론으로부터의 영향 등
여러 잡음을 제거한 주파수별 신호를 Fig. 6a와 같이 획득하였
다. 수직방향 자기장의 2차장 이상성분(quadrature)을 공기중의
일차장의 크기로 정규화한 값(Hz(secondary)/Hz(primary))을
ppm 값으로 표시한 것이다. 센서에 설치된 GPS에서 얻어진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UTM 좌표계에 공간적으로 신호의 크기
를 도시하여 보았으며 주파수 63,030 Hz에 대한 결과를 Fig.
6b에 대표적으로 도시하였다. 구축된 드론 전자탐사 시스템으
로 지표 근처 이상대 탐지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전
기전도도 매핑을 통해 지표 근처 지반의 물성값 도출을 시도
해 볼 예정이다.

중고도 비행 드론 자력탐사 시스템 적용 사례
기존의 항공자력탐사는 헬기나 경비행기를 이용하므로 우
선 비용이 크며 근처 이착륙장을 섭외하기 어렵고 기상조건
에 민감하여 탐사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드
론 자력탐사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였다. 기존에 헬기를 이용
한 항공자력탐사 수행을 통해 자력 이상대가 있다고 확인된
부지에서 드론 자력탐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그 성능
을 검증하였다. 사용한 드론 자력탐사 시스템의 형태는 저고
도 비행을 위해 구축한 것과 동일하다. 비행고도는 유인항공
탐사와 동일하게 지표기준 100 m로 하였으며 최대 8 m/s의
속도로 측선 간격을 80 m로 하여 비행하였다. 탐사 영역은
1.1×1.4 km 정도로 Fig. 7a에 드론 사진측량으로 도출한 정사
영상 위에 자력탐사 드론의 이동경로 및 그 결과를 중첩하여
도시하였다. 이동경로가 일직선이며 설정한 측선 간격별로 비
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파란색 계열인 자력 이상대 위
치가 기존에 항공자력탐사로 파악된 이상대 위치와 일치하였
다. Fig. 7b와 같이 드론 사진측량 기반의 3차원 정밀지형모
델에 그 결과를 중첩 도시할 경우 이상대 위치를 현재 지표
지형 상태를 인지하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유인항공

Fig. 7. Test results obtained with the drone magnetic survey system
(100 m above-ground flight); (a) drone flight path and magnetic
survey results overlaid on orthomosaic image from drone
photogrammetry, and (b) drone magnetic survey result overlaid on
3D precise topography model from drone photogrammetry (partially
enlarged)

Fig. 8. KIGAM vehicle-type drone command center: (a) exterior, (b)
indoor control room, (c) mobile drone landing plate, and (d) landing
plate control for inclined locations.

자력탐사에 비해 매우 경제적이며 낮은 고도로 더욱 정확하
게 지표를 기준으로 일정 지상 고도를 유지하며 일직선으로
비행할 수 있으므로 더욱 효율적인 항공 자력탐사 수행이 가
능함을 확인하였다.

차량형 드론 관제센터 구축
드론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자료 취득시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한 방안으로 Fig. 8에 도시한 바와 같이 차량형 드론 관
제센터를 제작하였다. 차량형 드론 관제센터는 비포장 산악지
역에서의 이동을 고려하여 사륜구동이 가능한 스타렉스 차량을
개조하여 제작하였다. 실내외 공간은 크게 운전석, 장비 수납,
드론 관제를 위한 공간과 드론 이착륙장으로 나뉜다. 드론 매
핑에 필요한 필수 장비는 차량 내에 상시 적재되어 있으므로
현장으로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며 차량 내에서 드론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다. 투입되는 현장 조건상 드론 이착륙 공간을 확
보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차량 상단에 드론 이착륙장을 장
착하였다. 이착륙장은 전개가 가능하여 이착륙하기에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이착륙장의 기울기 조종을 통해서 경사진 곳
에서도 이착륙장의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 다양한 드론 시스
템을 운용함에 있어 자동비행 및 취득한 데이터의 신속한 품질
확인을 위한 컴퓨터 사용이 필수적인데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
및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실내 관제센터를 통해 무더위, 강
우 등 악천후 시에도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드론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현장에서 취득한 다양한 형태의 드론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공유/분석/도시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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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amples of the web-based KIGAM drone data platform services: (a) orthomosaic, DEM, tiled model upload process, (b) 2D tiling
visualization, (c) 2.5D/3D tiling visualization, (d) image overlay, e.g. a geological map, topographic map, cadastral map, land compensation
map etc., (e) 3D model-based distance, area, and volume measurements, and (f) comparison of 3D models obtained at different times.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초기에는 드론 데이터
의 공유 및 간단한 분석/도시 기능으로 시작하였지만 최근에
는 매핑용 드론의 판매, 대여에서부터 드론 비행, 지형모델구
축, 다양한 GIS 분석 및 시각화까지 그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
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구축한 드론 데이터 플랫폼
에서는 지질도, 지적도, 수치지도 등의 기존 정보와 더불어 사
진측량, 원격탐사, 물리탐사 등 다양한 드론을 이용하여 취득
한 데이터의 저장 및 공유가 가능하며 중첩 도시를 통해 과업
부지에 대한 기본적 현황 파악은 물론이고 선/면/부피/단면 측
정 기능, 다분할 창을 통한 지형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석 작
업이 가능하다(Fig. 9). 웹기반으로 작동되므로 인터넷이 연결
된 상태에서는 어디에서나 PC나 모바일 폰으로 플랫폼에 접
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추
가하고 3D 지질모델링 플랫폼(3D geological modeling
platform) 및 VR/AR 플랫폼(virtual reality/augmented reality

platform)과 연동시켜 그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토의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형, 지질 등 공간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써 드론 기반의 탐사가 기존의 유인항공탐사 및 지상탐사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드론 플랫폼을 소개하였다. 탐사 종류 및 적용 분야에 따라 각
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드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축한 사진측량/원격탐사/
물리탐사 드론 시스템에 대한 시험 비행을 통해 개별 시스템
의 성능을 검증하였고 조합되어 수행되었을 때 그 가치가 증
대되는 것을 다양한 결과를 통해 보여주었다.
드론 사진측량의 경우는 지상측량을 대체할 수준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하드웨어 및 후처리 과정이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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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독도 지형모니터링을 위해 고품질의 정밀지형모
델을 도출한 사례를 소개했다. 방문조사 전 부지 현황파악을
하거나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대한 지표지형지질정보 획득시
유용하게 행해지고 있다.
드론 열화상 및 드론 다중분광 탐사의 경우 일반 실화상 카
메라로 보이지 않은 여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티미터
급 정밀도를 가지는 자료 취득이 가능해졌으므로 다양하게 그
적용성을 검토하고 있다. 드론 초분광 탐사의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서 적용성이 다양하지만 센서가 무겁기
때문에 중대형 드론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자료 취득 및 후처
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드론 자력탐사는 센서 중량이 1 kg 정도로 드론에 접목하여
운용하기 유리하였으며 기존의 지상탐사 및 항공탐사를 대체
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에서 정밀자력탐사를 수행하거나 비용문제 등으로 기존 항
공탐사 수행이 어려운 곳에서의 신속한 탐사가 필요할 때 드
론을 활용할 수 있다. 드론 방사능 탐사는 방사능 선원을 이용
하여 특정 크기 이상의 오염원을 탐지하는 사례를 보여주긴
했으나 센서의 중량에 비해 민감도가 떨어져 드론에 접목하여
운용하기 불리하며 지질조사 및 광물자원탐사를 위한 광역탐
사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 드론 전자탐사도 탑재
된 센서의 가탐심도가 작아 지상탐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적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단순한 이상대 탐지 수준을 넘어 전기
전도도로 정량화하고 지반물성치를 추정하는 단계까지 갈 경
우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관련 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더욱 다양한 드론 데이터를 정
밀하게 취득하고 처리 및 관리할 수 있도록 KIGAM 드론 플
랫폼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며 지질조사 및 광물자원탐사
분야 외에 건설/광산 현장관리, 재난재해, 환경, 해양, 문화재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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