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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인항공기는 최근 10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편,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적용가능하며, 높은 분해능을
가진 효율적인 탐사 기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탐사기술을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탐사 방법으로 무인항공 탐사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나, 자력탐사기술은 무인항공기와 접목되어 빠르게 탐사 시장에
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향후 활발하게 탐사분야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국내 탐사시장에서 적절하게 활용되
기 위해서는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 해설논문에서는 현재까지의 무인항공기반 자력탐사시
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동향들을 정리한 후, 향후과제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주요어: 무인항공기, 자력탐사, 자력계, 무인항공자력탐사
Abstract: Unmanned aerial vehicle (UAV) technologies have grown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Simultaneously,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efficient high-resolution exploration techniques in complex environments. As a result, exploration
technology using UAVs is gaining attention as an efficient method to complement and replace existing exploration
technologies. In particular, magnetic exploration technology with UAVs is rapidly gaining ground in the field of
exploration and is expected to be actively used in this field in the future. To properly use such technology in domestic
explora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atest research trends. Accordingly, this paper introduces the current state of
UAV-based magnetic exploration technology studies and, based on this, discusses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words: unmanned aerial vehicle (UAV), magnetic exploration, magnetometer, unmanned aeromagnetic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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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력탐사 방법들에는 빠른 시간에 넓은 영역에 대해 탐사가 가
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분해능이 낮은 유인항공 자력탐사방법과
고해상도의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시간 효율이 떨어지는 지
표자력탐사 방법이 있다(Walter et al., 2019). 특히나, 지표자
력 탐사기법의 경우,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탐
사 자체가 불가능하며, 유인항공 탐사기법의 경우, 탑승하고 있
는 비행사의 안전 문제, 이착륙장 허가 및 섭외, 고가의 비용
등 탐사 효율성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표탐사와 기존 유인항공 탐사의 한계를 보완하
기 위한 방법으로 무인비행장치(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이용한 탐사기법이 각광받고 있다. 특히나, 최근 10년
간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지속적이고, 급속한 성장과 함께 무인
항공장치를 이용한 탐사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무인항공 자력탐사 방법은 광물 탐사나 다른 응용분
야와 관련된 시장에서 빠르게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Malehmir et al., 2017). 무인항공을 이용한 자력탐사기법은
기체의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유인항공 탐사에 비해 작은

자원탐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대상들은 대
부분은 고갈됨에 따라 점점 더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
에서 탐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분해능이 높고 효과적
인 새로운 탐사 방법들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자력탐사는 가장 오래전부터 수행되어 온 물리탐사 기법들 중
하나로 광물탐사, 광역 지질조사, 불발병기(Unexploded ordnance,
UXO) 탐지 등 다양한 탐사 분야에 활용되어 왔다. 기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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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이착륙장만 필요하며, 이착륙장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
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
적으로 탐사를 계획할 수 있다. 또한, 탑승자 없이 지상에서 제
어하는 시스템으로 비행사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초기의 연구들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자력탐사
의 가능성을 연구하였다면, 최근 연구들은 실제 대상지역에서
고도별 자료를 획득하면서 기존의 지표 및 유인항공자력자료
와 비교를 통해 기존의 자력자료들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Jackisch et al., 2019;
Walter et al., 2020). 또한, Geometrics사나 Gem systems와 같
이 자력계를 개발해온 기업들에서도 꾸준히 무인항공기에 적
용할 수 있는 가볍고, 크기가 작으며, 민감하고, 분해능이 높은
고성능 자력계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많은 장점을 가진 무인항공 기
반 자력탐사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인항공
자력탐사 시스템의 개발과 발전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현재의
한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본 해설논문에서는 먼저 항공탐사에 활용되고 있는 자력탐
사 장비들의 종류와 각 장비들의 장단점을 정리하였으며, 다양
한 종류의 무인비행장치와 각 장치들이 가지는 장단점을 정리
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무인항공 자력
탐사시스템 연구 사례들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들을 기반으로 미래 다양한 탐사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자력탐사장비
개발되고 있는 무인항공 자력탐사장비들에 대한 이해를 위
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자력탐사 장비의 종류
와 각 장비들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초기에는 무
인항공 시스템을 자력탐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
던 자력계를 이용하여 적용가능성을 테스트했다면, 최근에는
무인항공시스템에 적합한 자력계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무인항공 탐사장비 개발에 활용되
고 있는 자력탐사 장비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종류로
정리할 수 있다.
·플럭스게이트 자력계(Fluxgate magnetometer)를 활용한
연구 (Stoll, 2013; Gavazzi et al., 2016; Jackisch et al., 2019)
·광학적 펌핑 자력계(Optically pumped magnetometer)를
활용한 연구(Cunningham, 2016; Parvar, 2016; Parvar et al.,
2018; Walter et al., 2019; Walter et al., 2020)
플럭스게이트 자력계는 2차세계대전 중에 개발되어, 전쟁
후 양성자 자력계가 소개된 1960년대까지 물리탐사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이 자력계는 무게가 가볍고, 견고하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가진다(Nabighia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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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5). 플럭스게이트 자력계는 벡터 자력계로 센서 방향에
따른 자기장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자기장의 각 구성요소
를 측정하기 위해서 3개의 센서가 직각으로 설치되며, 강도와
방향을 모두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장비의 정밀도는 센서의
방향 정밀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센서의 방향을 기
록하는데 사용되는 관성 측정 장비(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자체의 민감도가 충분하기 않았기 때문에 수백 nT정도
의 민감도를 보여 일반적으로 항공 탐사 시 방향 보정 등에 활
용되어 왔다. 그러나, 플럭스게이트 자력계 장비의 교정 및 자
기 보상에 대한 연구들에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 장비의 한계
점을 보완할 수 있고, 총 자기강도(Total Magnetic Intensity,
TMI)가 약 1 nT의 감도로 계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Munschy et al., 2007). 현재 상용 플럭스게이트 자력계들의
사양을 보면, Stefan Mayer Instruments사의 Magnetic Field
Sensor FLC3-70의 경우, ±200 T의 측정 범위를 가지며,
±0.5 T의 정확도를 가진다. 측정 민감도는 일반적으로 1 Hz
에서 120 pT/√Hz를 가진다. 또 다른 예로 Bartington 사의
Mag639의 경우, 무게는 약 270 g이며, ±100 T의 측정 범위
를 가진다. 측정 민감도는 일반적으로 1 Hz에서 20 pT/√Hz를
가진다. 따라서, 방향 보정에 대한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무인항공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을 가진다.
광학적 펌핑 자력계는 무인항공시스템과 결합한 자력탐사장
비 개발 연구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스칼라 자력계로 총 자기
강도를 측정한다. 보통 0.01 nT이하로 민감도가 높고, 최대
20 Hz의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가지며, 2 kg이하의 무게로 가
볍다는 장점이 있다(Smith, 1997; GEM systems Inc., 2013).
하지만, 다른 장비들에 비해 충격에 약해 부서지기 쉬운 단점
이 있다. 상용으로 출시되는 최신 장비들의 사양을 보면,
Geometrics 사의 G-824A의 경우, 350 ft/√Hz RMS의 높은 민
감도를 가지며, 최대 1000 Hz의 높은 샘플링 주파수를 가진다.
20 ~ 100 T의 측정 범위를 가지며, 케이블을 포함한 총 무게가
2.7 kg 정도이다.

무인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인비행
장치의 종류와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무인비행장
치란 사람이 타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스스로 조종되는 비행
체를 말한다. 사용용도에 따라 카메라, 센서, 통신장비, 또는
다른 장비를 탑재한다. 무인비행장치는 항공기 유형, 비행 고
도, 무게, 속도 등을 포함한 기체 속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기관마다 다양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 원격 조정 시스템 관련 국제 연합 단체인 UVS
international에서는 다양한 무인비행장치의 기능을 기준으로
포괄적인 분류를 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이 외에도 더 규
모가 큰 UAV에 대한 분류가 있지만, 일반적인 물리탐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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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nmanned aerial vehicle categorizations (Giordan et al., 2020).
Category
Nano
Micro
Mini
Close range
Short range

η
μ
Mini
CR
SR

Range (km)

Flight altitude (m)

Flight duration (h)

Maximum takeoff weight (kg)

<1
<10
<10
10–30
30–70

<100
250
150-300
3,000
3,000

<1
1
<2
2–4
3–6

<0.025
<5
150
150
200

한 가능한 범위까지만 표기하였다. 또한 추가적인 기관별 기준
에 따른 분류는 Dalamagkidis (2015)의 저서 “Classification of
UAVs”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무인항공장치에 대한 항공기 인증 및 검사, 비행자격시험 인증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항공안전기술원의 분류를 기준으로
무인항공장치를 정리하면, 무인비행장치는 무인비행기, 무인
헬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장치들
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진다(Fig. 1). 따라서 적용하고자 하
는 목적에 각 특성이 부합되는지에 따라 어떠한 형태의 장치
를 사용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는 무인 동력비행
장치와 무인비행선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무인 동력비행장치
는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 kg 이하인 장치를
의미하며, 무인비행선은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 kg 이하이고, 길이가 20 cm 이하인 장치를 의미한다.
무인 동력비행장치는 고정익 무인항공기(fixed-wing UAV)와
회전익 무인항공기(rotary-wing UAV)로 분류할 수 있으며, 무
인비행기가 고정익 무인항공기에 해당하고, 무인헬기와 무인

멀티콥터가 회전익 무인항공기에 해당한다.
고정익 무인항공장치는 일반적인 비행기와 유사하게 고정날
개를 사용하며, 무인항공체의 전진 속도를 이용하여 리프트를
발생시켜 비행한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또는 전기 모터에 의
해 프로펠러를 작동하여 정방향 출력이 발생하고 그 정도에
따라 기체 속도가 결정된다. 고정익 항공기는 날개 자체에 내
장된 표면을 움직여 비행을 제어하며, 일반적으로 피치(pitch)
를 제어하는 엘리베이터(Elevator), 롤(Roll)을 제어하는 에일
러론(aileron) 및 요(yaw)를 제어하는 러더(ruder)로 구성된다.
각각은 서로 직교하며, 교차하는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자유롭
게 기체가 회전을 할 수 있다. 고정익 무인항공장치의 장점은
회전익 장치들에 비해 단순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유지 보
수가 효과적이며, 빠른 속도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전진 추력만을 이용하여 비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힘이 필요하지 않아 에너지면에서 효율적이다. 또한, 에
너지 효율이 높아 많은 페이로드를 가지고 장거리 비행이 가
능하기 때문에 더 큰 센서나 두개 이상의 센서를 탑재하여 사

Fig. 1. Unmanned aerial vehicle (UAV) classifications based on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KAIS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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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데 적합하며, 한번 비행으로 넓은 영역을 비행할 수 있
다. 하지만, 반대로 전진 추력을 이용하여 상승하기 때문에 호
버링 비행(일정한 고도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상태, 제자
리 비행)을 할 수 없고, 일정 이상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
한, 고정익 무인항공장치들은 이착륙 방식에 많은 한계를 가지
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기체 손상이 많은 동체착륙 등의 방
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VTOL (vertical take off/
landing)이나 STOL (short take off/landing)과 같은 방식을 접
목하여 이착륙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용
자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 가격이 비싸고 운용방법을
배우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Chapman, 2016).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17년 SEG Annual meeting에서 “Drones
Applied to Geophysical mapping”을 주제로 near surface
postconvention이 개최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3년간 본격적으
로 무인항공시스템을 이용한 물리탐사분야의 적용에 대한 연
구 발표가 시작되었다(Cherkasov and Kapshtan, 2018; Hui et
al., 2017; Salman, 2017; Parshin et al., 2018a; Parshin et al.,
2018b; Sterligov et al., 2018; Tuck, 2019; Tuck et al., 2019;

회전익 무인항공장치는 수직으로 상승하는데 필요한 양력을
발생시키는 회전날개인 로터(rotor)를 사용하는 장치로, 로터의
개수에 따라 헬리콥터(로터 1개), 트리콥터(로터 3개), 쿼드콥
터(로터 4개), 헥사콥터(로터 6개), 옥터콥터(로터 8개)등 다양
한 종류가 있다. 일정한 전진 추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각각의
기체 날이 움직이면서 양력을 발생하고, 각 로터의 추력 및 토
크에 변화를 주어 기체를 제어한다. 회전익 무인항공장치의 장
점은 수직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착륙장이 필요
하지 않으며, 호버링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회전익 무인항공장치 중 무인헬기는 여러 개의 로터를 사용
하는 멀티콥터들과 달리 하나의 로터와 꼬리 로터를 이용하여
기체 방향을 조정한다. 무인헬기는 멀티콥터들 보다 큰 블레이
드 로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비행속도에서 상대적으로 더
천천히 회전하여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가진
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큰 페이로드를 가지며,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체 구성이 복잡하고, 가격
이 비싸며, 운용이 어렵고, 큰 블레이드를 사용함에 따른 위험
등의 단점을 가진다.
회전익 무인항공장치 중 멀티콥터는 접근성이 좋고 사용이
용이하며 민첩한 비행이 가능하여 무인항공 탐사시 가장 활발
하게 연구되고 있는 장치이다. 하지만, 비행지속가능한 시간이
짧고 페이로드가 적다는 단점이 있다.
무인비행선은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를 이용하여 부력을
얻고, 무인비행기와 같이 프로펠러를 사용하여 추력 및 기체를
조정하는 장치로 부력을 이용함에 따른 에너지효율 증가로 인
해 큰 페이로드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무인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일정 추력이 있어야만 고도를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호버링이 불가능하며, 기체의 크기가 상대
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있다.

플럭스게이트 자력계를 활용한 연구
앞선 장비에 대한 소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플럭스게이트
자력계는 가볍고 견고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드론과 같은
소형 무인항공시스템에 탑재하여 탐사에 사용되기 적합한 장
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Stoll (2013)은 플럭스게이트 자력계
를 독일에서 개발된 md4-1000 microdrones에 장착하여 탐사
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력계 자체의 무게가
920 g으로 현재 상용화된 최신 플럭스게이트 자력계에 비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직까지 소형 무인항공시스템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방향 변화로 인해 측정 정밀도가 떨어
지는 플럭스게이트 자력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같은 위
치에서 자력계에 방향에 상관없이 일정한 총 자기강도를 측정
하도록 보정하는 변환식을 실내 실험으로 계산하였다는 것이
다. 개발된 시스템를 이용하여 불발병기 탐지와 산사태 지역에
서 자력 신호 탐지 결과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인항공
시스템의 탐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Gavazzi et
al. (2016)은 Bartington사의 Mag-03 MC 플럭스게이트 자력계
를 이용하여 지상, 유인항공 및 무인항공에 활용가능함을 확인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2가지 버전의 장비를 구축하였다.
표준 버전은 지표탐사와 유인항공탐사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
된 장비로 최대 8개의 자력계와 2개의 위성 항법 장치(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안테나 그리고 조정기에
대한 연결이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PC와 SVGA port가
포함되어 있어 실시간 자료를 도시할 수 있게 하였다. 총 무게
는 4 kg으로 약 6시간 작동이 가능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벼
운 버전의 장비는 하나의 자력계와 하나의 GNSS 안테나가 연
결 가능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약 0.2 kg의 가벼운 무게로 1시
간 정도의 비행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두 버전의 장비를
이용하여, 같은 지역에서 지표, 유인항공, 무인항공 탐사를 실시
하였다. 가장 처음 광역적으로 유인항공탐사를 실시하였고, 보
다 정밀한 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영역에 대해 무인항공
및 지표 탐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ECA ROBOTICS사
의 IT-180을 무인항공기로 사용였으며, 지상으로부터 5 m 상공

무인항공 자력탐사장비 개발 연구 현황
2017년 이전까지는 실제 현장에서 무인항공 자력탐사 장비
를 적용하여 획득한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보여준 사례들이

Walter et al., 2019; Walter et al., 2020). 이 해설논문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사례를 중심으로 무인항공 자력탐사장
비 개발에 대한 연구들을 자력계별, 무인항공장치별로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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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

Fig. 2. (a) Aibot unmanned aerial system (UAS) equipped with a Rikola hyperspectral imaging (HSI) camera. (b) Tholeg UAS with a standalone
MagDrone fluxgate magnetometer. (c) Radai Albatross fixed-wing UAS with a fluxgate sensor in its tail (Jackisch et al., 2019).

에서 10 m 간격으로 자력자료를 획득하였으며, 1시간에 약
100,000 m2의 영역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Jackisch et al. (2019)은 드론 기반으로 획득된 초분광자료
와 자력탐사자료를 통합적으로 이용하여 Fe-Ti-V 광상을 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멀티콥터와 고정익 무인항공기를 모두
사용하여 탐사가 수행되었으며(Fig. 2), 3축 플럭스게이트 자
력계가 사용되었다. 멀티콥터의 경우, 고도를 15 m, 40 m,
65 m로 변화시키며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정익 무인항
공기의 경우, 40 m 고도에서 탐사가 수행되었다. 무인항공 탐
사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지표탐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Fig. 3), 자력이상과 광물지역이 지질도에서 일치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같은 지역에 대해 동일한 규모의 자료
를 얻을 때 전통적인 지표탐사에 비해 무인항공 탐사를 실시
할 경우, 20배 정도의 획득 시간 효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획득된 자력탐사자료의 고도가 낮을수록 지표
탐사와 같은 분해능을 보임을 확인하여 저고도 탐사의 필요성
과 지표탐사 대체 가능성을 보였다.
광학적 펌핑 자력계를 활용한 연구
고정익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연구
Anderson and pita (2005)는 GeoRanger라는 고정익 무인항

Fig. 3. Total magnetic intensity (TMI) plots from magnetic surveys with flight heights given in above ground level (AGL), where blue line
defines the outcrop border. (a) Ground survey, where the dashed square outlines the reference area. (b) Multicopter survey at 15 m AGL,
consisting of two stitched flights, as seen in the inset. (c) Multicopter survey at 40 m AGL. (d) Multicopter survey at 65 m AGL. (e) Fixedwing survey at 40 m AGL (Jackisch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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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eoRanger unmanned airborne vehicle (a) on a catapult in preparation for launch and (b) just after capture (Gee et al., 2008).

공기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GeoRanger는 The Insitu Group
과 Fugro Airborne Surveys의 합동연구의 결과로 자원탐사분
야에서 항공자력탐사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최대 15시
간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약 90 km/h 속도로 비행한다. 날개
길이는 3 m, 기체 길이는 1.5 m 이며, 최대 이륙가능 중량은
19 kg이다. GeoRange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사체와 기체회
수시스템이 필요하며, 자력계는 Scintrex사의 세슙 증기 자력
계를 사용하였다. 비행 고도가 낮아질수록 광체의 경계 등 작
은 이상체를 보다 높은 해상도로 구별해 낼 수 있으며, 지상으
로부터 80 m 이상에서는 이상체가 사라지거나 약해진다고 언
급하였으나, 자세한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2008년
Gee et al.은 GeoRanger를 이용하여 해양지각에서의 지자기변
화를 관측하여 지각의 역사를 관측하고자 하였고(Fig. 4), 해양

에서의 활용가능성을 보인바 있다. 하지만, 논문에서 언급된
영상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으며, Wood et al. (2016)에서
언급된 것을 보면, GeoRanger는 현재 더 이상 운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부터 Sander geophysics와 Carleton University에서는
합동 연구를 통해 Geosurv II라는 항공자력탐사용 무인항공
장비를 개발해왔으며, 2010년에 공식적으로 프로토타입 장비
를 공개하였다(Samson et al., 2010; Caron et al., 2011; Caron
et al., 2014; Forrester et al., 2013). 이 연구에서는 지구자기장
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무인항공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능성
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정
익 무인항공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자체 개발된 무인항공 고정
익 장비인 Geosurv II는 연구를 거듭하며 형태가 지속적으로

Fig. 5. (a) Small UAS (sUAS) being prepared for a test flight. The magnetometer pods are each loaded with Geometrics G822-A cesium resonance
magnetometer. (b) Comparison of TMI maps from the fixed-wing UAS (gridded with a 40 m cell size) (left and background), sUAS (gridded
with a 10-m cell size) (center), and upward continued to 50 m (UP50 m) (right) ground surveys. Note that the slight misalignment of features 1
and 4 is due to the non-availability of GPS geo-referencing during the fixed-wing survey in 1983 (Caro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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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되었으며, 가장 최근 사용된 연구의 장비는 Fig. 5와 같다.
Geometrics사의 2개의 G-822a 세슘 증기 자력계를 4.95 m 날
개 양끝에 각각 설치하여 T자 형태의 수직적 변화율 측정기
(gradiometer)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테스트 단
계로 무인항공 시스템을 헬기 하부에 달고 탐사를 수행하였으
며, 실제 무인항공 시스템 자체 비행을 통해 획득된 자료에 대
한 보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다양한 고도에서 자력 자
료를 획득하였으며, 수평적 변화율 측정기 자료들을 획득하였
고, 획득된 자료들을 지표 및 유인항공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
과를 통해 무인항공장비의 필요성 및 활용 분야에 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다.
2016년도에 Geosurv II와 유사하게 고정익 시스템을 개발하여
자력 탐사에 활용한 연구발표를 찾아볼 수 있다(Cunningham,
2016; Wood et al., 2016). Stratus Aeronautics에서 개발된
Venturer UAS로 Fig. 6와 같으며, 기체 자체 움직에 대한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자성 소재를 이용하여 기체를 제작하
였다. 2개의 Geometrics사의 G-823a 세슘 증기 자력계를 사용
하여 항공탐사자료를 획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외에 Tuck (2019)은 고정익 무인비행기를 이용하여 자력
탐사시스템을 구성할 때 위치에 따른 비행기로부터 발생한 잡
음을 분석하고 자력계를 설치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
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리고 Gem systems사에
서 Venturer UAS와 예시와 유사한 형태로 고정익 무인비행기
를 이용한 자력탐사시스템 MONARCH를 개발하였으며(Fig.
7), 두개의 GSMP-35U/25U 포타슘 자력계 센서를 무인비행기
날개 끝에 장착하였다. 이 시스템의 경우, 70 km/h 속도로 비
행하면 1시간 정도의 비행이 가능하다.
무인헬기를 활용한 연구
Hashimoto et al. (2014)은 무인헬기를 이용한 무인항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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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NARCH Fixed-Wing Gradiometer (https://www.gemsys.
ca/uav-platforms/).

력탐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YAMAHA 사에서 개발한
Rmax-G1을 기체로 사용하고, Geometrics 사의 G858를 자력
계로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Rmax-G1은 길이가 3.6 m이
며, 페이로드가 10 kg 이고, 최대 비행가능 시간이 80분이다.
기체의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자력계는 기체로부터 4.5 m 아
래에서 끌고 가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산지역에 무인항공 자력탐사 시스템을 적
용하여 근접한 고도에서 자력탐사 자료를 획득하였으며, 화산
활동과 관련된 시간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음을 보였다.
Pei et al. (2017)은 중국에서 무인헬기를 이용한 무인항공
자력탐사시스템을 개발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중국에
서 제작된 기체와 자력계를 사용하였다. 무인헬기의 경우, 초
기에는 Z3을 사용하였으며(Fig. 8a), 후에 V750을 사용하였다
(Fig. 8b). 이 연구에서 기체 선택 시 가장 고려한 기체의 성능
은 비행가능한 풍속과 비행가능시간이었으며, Z3의 경우, 최

Fig. 6. (a) Venturer fixed-wing UAS mounted with cesium vapor magnetometers in protective pods on its wingtips. The UAS had a wingspan
of 4.95 m. (b) Flight path for the experimental survey with color-coded variations according to the nominal AGL altitude (150 m). Flight line
numbers are shown to the right of each traverse line. Survey lines are in color; turns and system check loops are in black (Cunningha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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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eromagnetic survey systems based on unmanned autonomous helicopters. (a) Aeromagnetometer system based on a Z3 UAV. (b)
Aeromagnetometer system based on a V750 UAV. (c) On-board data acquisition subsystem. (d) Aeromagnetometer subsystem.

대비행가능한 풍속이 5 m/s 이며, 비행가능시간이 1.5시간이다.
그에 반해, V750은 최대비행가능한 풍속이 10 m/s 이며, 비행
가능시간이 4시간으로 향상된 성능을 보여 향후 연구에 사용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자세한 기체 사양에 대한 비교는
Pei et al. (20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력계는 총 자력이상
측정 자력계와 3축 벡터 자력계를 양쪽에 각각 대칭적으로 설
치하였으며, 총자력이상 측정 자력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획득

하고 3축 벡터 자력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보정하였다. 총 자
력이상을 측정하는 자력계의 경우, 중국에서 제작된 자력계로
헬륨 광학 펌핑 자력계를 사용하였으며(Fig. 8d), 무게가 0.5 kg
이며, 민감도가 0.001 nT이고, 샘플링 간격이 10 Hz이다. 3축
벡터 자력계의 경우, GEM Systems 사의 MCL-6 삼축 벡터 자
력계를 사용하였으며, 무게가 0.5 kg이며, 민감도가 1 nT이고,
샘플링 간격이 10 Hz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적인 드문 해변에

Fig. 9. Side view of a Renegade UAS with labeled components: (a) tail servo, (b) rear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antenna,
(c) three LiPo batteries, (d) magnetometer sensor electronics, (e) three swashplate control servos, (f) main rotor hub, (h) engine, (i) strobe
light, (j) front GNSS antenna, (k) AARC52 compensator, (l) fluxgate magnetometer, and (m) total-field magnetometer head (Tuck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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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GEM HAWK (https://www.gemsys.ca/uav-platforms/)

서 테스트 비행을 실시하였으며, 개발된 시스템을 안정적인 결
과를 얻을 수 있었음을 보였다.
Tuck et al. (2019)은 무인헬기를 이용한 무인항공 자력탐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Fig. 9). 사용된 무인헬기는 페이로드가
3.5 kg이며, 한시간 정도의 비행이 가능하고 내연기관을 엔진으
로 사용한다. 자력계를 줄에 매달아 끌고가는 방식과 달리 자
력계를 기체 근처에 부착하는 형태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기
체로부터 발생하는 잡음을 보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일반적
으로 유인헬기를 이용한 탐사에서는 만피트 이상의 상공으로
올라가 지상의 영향이 없는 환경에서 보정 비행을 실시하게 된
다. 하지만, 무인항공기체는 고고도의 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저고도에서 가능한 보정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
행시 자력탐사 자료를 얻기 위해서 Geometrics 사의 G-822A
세슘 증기 자력계가 사용되었으며, 보정을 위해서는 Billingsley
TFM100-G2 3축 플럭스게이트 자력계가 사용되었다.
이 외에 GEM systems사에서는 GEM Hawk을 개발하였다
(Fig. 10). 혼잡하고 수풀이 우거진 지역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
능하며, 50 km/h 속도로 5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최대

4 kg까지 페이로드를 가진다.
멀티콥터를 활용한 연구
Sterligov and Cherkasove (2016)는 초기에 고정익 항공기를
개발하고자,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잡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였으나, 자력센서를 추가함에 따른 무게 중심 변화, 엔진으로부
터 발생하는 잡음, 엔진의 무게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Cherkasov and Kapshtan (2018)은 고정익 항공기를 이용한 연
구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회전익 무인
항공기 Geoscan-401를 사용하였다(Fig. 11a). 고정익 항공기에
비해 조종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기 엔진을 사용하고,
자성 소재로 제작된 기체 가까이 부착할 경우, 많은 잡음이 발
생하기 때문에 케이블을 이용하여 끌고 가는 형식으로 제작되
었으며, 잡음 실험을 통해 항공기와 자력계가 3 m 정도 이격
되었을 때,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잡음을 무시할 수 있음을
보였다. 자력계로는 루비듐 증기 자력계(rubidium vapor
magnetometer, RVM)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Fig. 11b), 상
용 장비들과 비교 검증 및 실험을 통해 항공탐사에 적합한 고

Fig. 11. (a) Unmanned aeromagnetic system (UAMS) based on Geoscan-401. (b) Rubidium vapor magnetometer (RVM). (c) TMI map of a
commercial survey in Central Kazakhstan: UAMS 1:10,000 survey, 2017 (left) and 1:25,000 aeromagnetic survey, 1988 (right) (Cherkasov
and Kapshta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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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UAV-borne platform, data acquisition system, and semirigidly mounted potassium vapor magnetometer during a test flight
on 22 February 2017 (Walter et al., 2020).

해상도 장비임을 입증하였다. 구성된 무인항공 자력탐사시스
템을 이용하여 기존의 자력탐사 자료들과 비교를 하였다(Fig.
11c). 이 논문에서 정리한 무인항공 자력탐사시스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밤에도 비행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대의 기체를 이용한 병렬적인 탐사가 가능하다. 또한, 공
항의 위치와 무관하며, 비행시간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으
며, 기존의 탐사들에 비해 세부적인 탐사에 적합하다. 마지막
으로 같은 지역에서 고도를 변경하며 고도별 자료를 얻을 수
있어 다양한 해석에 사용될 수 있다. 이후, 2018년 같은 장비
를 사용하여 현장 탐사에 적용하여 개발된 장비의 오차 범위
를 정량화하고, 안정적인 결과가 획득됨을 재확인한 연구 결과
가 있다(Sterligov et al., 2018).
Walter et al. (2019)은 GEM System Inc.의 GSMP-35U 포
타슘 증기 자력계를 DJI S9000 멀티콥터 3 m 아래에 매달아
비행하면서, 기체의 롤, 피치, 및 요 변화에 따른 특성을 분석
하였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semi-rigid한 자력계 고정 방식을
고안하였으며, 요 방향의 변화를 제한하는 아이디어를 적용하
였다(Fig. 12). 결론적으로 비행하는 동안, ±5o 이내의 요 변화,
±10o 이내의 피치와 롤 변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고해상도의 무인항공 자력자료를 얻을 수 있음을 보
였다. 그 후, Walter et al. (2020)에서는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광물탐사에 적용하였다. 35 m, 45 m, 70 m 상공에서 25 m 간
격으로 탐사가 수행되었으며, 약 85 m 상공에서 100 m 간격으
로 획득된 유인 헬기탐사 결과와 비교하였다(Fig. 13). 이 연구
에서는 낮은 비행고도를 유지하면서 획득된 자력탐사자료는
기존의 유인항공자료 보다 높은 해상도의 자료를 얻을 수 있
으며, 이전에 분해할 수 없었던 구조를 보다 세밀하게 해석할
수 있어 금 광화작용과 연관된 열수 이동 통로를 묘사하는데

Fig. 13. (a) Residual magnetic intensity (RMI) map produced using
a regional heliborne survey conducted at a flight elevation of 85m
AGL with 100-m line spacing. UAV-borne RMI maps produced from
flight elevations of (b) 70 m AGL, (c) 45 m AGL, and (d) 35 m AGL
using an approximate line spacing of 25 m. The crosslines at 35 m
AGL were flown with a line spacing of approximately 60 m. The
flight lines of each survey are plotted using dots with a red center
and black outline (Walter et al., 2020).

도움을 주었다.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연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2009년부터 무인비행선을 이용
한 자력탐사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Choi et
al., 2015). 최신 버전의 무인비행선 자력탐사시스템은 그림
Fig. 14와 같으며, 1시간 정도의 비행이 가능하고, 페이로드는
약 10 kg정도 된다. Geometrics사의 G-823A 세슘 증기 자력계
를 사용하여 총 자기 강도를 측정한다. 지상제어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자력 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경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RF 통
신과 LTE 통신을 동시에 사용하여, 가시거리 외의 영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통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져 산악지형이 많은
국내 사이트에서 적용이 유리한 장점을 가진다. 최근까지 국내
의 다양한 광산 사이트에서 안정적으로 자력탐사결과 획득하
였으며, 유인헬기자력자료와 비교를 통해 자료의 안정성을 검
증하였다(Kim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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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Developed unmanned airship exploration system.

그 외 자력계를 이용한 사례
Malehmir et al. (2017)은 광물탐사를 위해 무인항공 자력탐
사 시스템이 적용가능한지 잠재력을 보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표용 오버하우저 자력계인 GEM 19
GW 시스템을 이용하여 테스트가 진행되었다(Fig. 15a). 최적
의 환경에서 장비를 구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주행시간
이 다른 연구들에 비해 굉장히 짧고, 한계가 많았던 것으로 보
이나,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이전까지의 연구들과 달리 장

비의 설치부터 자료 획득 과정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소
개하고 있으며, 이를 획득하면서 발생한 문제와 한계들에 대해
서도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유
인항공 시스템을 통해 획득된 자력탐사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사용된 무인항공 시스템의 잠재력을 확인하였으며, 무인항공
시스템을 통한 정밀탐사를 통해 과거 혼재되어 나온 자철석과
적철석층을 분리해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였다(Fig. 15b).
Parshin et al.은 2014년부터 sibGIS UAS라는 이름의 무인

Fig. 15. (a) Rotary-UAV magnetic setup in flight. (b) Comparison between location-by-location total-field magnetic data from (top) the fixed-wing
airplane (SGU) and (middle) the UAV system (this study). Note that how the UAV data depict two magnetic highs (indicated by black arrows)
associated with two known magnetite- and hematite-rich mineralized zones nearly 50–100 m apart. This is clearly illustrated at the bottom of panel
(b) using a 3D model of the ore bodies and a visualization of the UAV magnet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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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Heavyweight multicopter with a magnetometer in flight (left). TMI maps of site N2 (right): (a) data obtained using UAV technology
and (b) ground survey data (sensor height: 20 m) (Parshin et al., 2018a).

항공 자력탐사시스템을 개발을 시작하여 성능을 테스트해왔다.
2018년에 최신 버전의 모델을 이용하여 광물탐사에 적용하였
으며, 지표자력탐사자료와 비교하였다(Parshin et al., 2018a;
Parshin et al, 2018b). 개발된 SibGIS UAS 기술은 험준한 지
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장비의 잠재적인
손상과 손실을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최신 핸
드헬드 자력계 정도의 가격과 유사하다(Fig. 16a). 1:10,000 또
는 그 이상의 규모를 위해 탐사하기 적합하며, 이는 러시아에
서 광물탐사 특히나 금을 탐사할 때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
는 탐사 규모라고 한다. 바람 등과 같은 환경 영향을 덜 받는
무거운 대형 멀티콥터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20
분에서 3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다. 자력계는 오버하우저 자
력계를 사용하였으며, 1초에 한번 측정을 할 때 1 nT 이내의
정확도를 가진다. 테스트 중에는 발전기를 이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며, 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최대의

목표는 지표탐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저고도 자력탐사자
료를 획득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수치표고모형을 기반으
로 고도비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완벽한 고도
비행 기술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안정적으로 저고도 비행을 수
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표탐사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력결과를 획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Fig. 16b).
그 외에 탐사 장비 회사들은 무인항공장치용 자력탐사 장비
를 개발해왔다. 2017년에 개최된 near surface postconvention
의 발표자료들(https://seg.org/News-Resources/Near-Surface/
Near-Surface-Resources)과 자력장비 회사들의 홈페이지 정보
를 보면 그 초기 모델들과 개선된 최신 장비를 확인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Geometrics 사의 경우, MFAM (Miniature
Fabricated Atomic Magnetometer)를 탑재한 MagArrow를 개
발하였다(Fig. 17a). 무인항공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최신 자
력계인 MagArrow의 경우, 350 fT/√Hz RMS 의 높은 민감도

Fig. 17. (a) MagArrow (https://www.geometrics.com/product/magarrow/). (b) AirBIRD (https://www. gemsys.ca/uav-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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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며, 최대 1000 Hz의 샘플링 주파수를 가지기 때문에
최대 10 m/s 속도로 비행시 1 cm마다 한 개의 샘플을 얻을 수
있다. 이 장비는 내부에 자력계 뿐만 아니라 IMU 센서, GPS,
SD 카드 및 배터리 커넥터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
무게가 배터리를 제외하고 약 1 kg 밖에 되지 않는 큰 장점을
가진다. 또한, Wi-Fi를 이용한 자료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Gem systems사에서는 중대형 멀티콥터
나 무인헬기에 적합한 총 3.5 kg의 버드형 자력탐사 장비
AirBIRD를 개발하였으며, GSMP-35U/25U를 탑재하였다
(Fig. 17b). 민감도가 1 Hz에서 0.2 ~ 22 pT이며, 최대 샘플링
주파수는 20 Hz이며, 0.1 pT의 해상도를 가진다.

토의 및 결론
현재까지 개발된 무인항공 자력시스템들은 완성형에 가까우
며, 충분히 지표탐사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고해상도
의 자력자료를 제공한다. 저고도 비행을 위해서는 지형을 따라
비행하는 고도 유지 비행기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안정적인 연구 결과는 찾아오기 어
렵다. 또한, 일반적인 멀티콥터들은 가시 거리내 통신 상황에
서만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와 같은 산이 많은 험준한
지형에 적용 시, 통신 문제에 대한 연구 및 고찰이 필요하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무인항공 자력장비들은 대부분 이동과
사용이 용이한 멀티콥터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멀티콥터의 배터리 문제와 페이로드 문제는 지
속적인 멀티콥터 기술 및 센서 기술의 성장과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최신 드론 사양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Matrice 300 RTK 드론의 경우, 추가적인 페이로
드 없이 55분 비행이 가능하며, 1 kg 정도의 무게 탑재 시 최
장 40분 정도의 비행이 가능하다. 또한, 최신 개발된 무인탐사
용 일체형 자력계의 경우, 총 무게가 배터리 무게를 제외하고
1 kg 정도로 가벼워진 것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자력탐사 기술은 통신 문제,
지형을 따라 비행하는 고도 비행기술 등 연구 및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안정적으로 고해상도의 지표탐사 기법을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표탐사와 유인항공탐사
의 간극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으로 탐사 분야에서 향후 활발
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무인항공기 및 센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안정적으로 탐사영역에서 그 분야를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며, 물리탐사 분야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
해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무인항공 장비기술과 센서기술에 대
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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