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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velopment of Fluxgate Sensor-based Drone Magnetic Explo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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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플럭스게이트(fluxgate) 센서를 탑재한 드론 자력탐사 시스템 시작품(proto-type)을 개발하였다. 시
스템의 하드웨어는 플럭스게이트 자력센서, 관성측정장치(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GPS, 통신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측정된 자료를 지상제어시스템(ground control system, GCS)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개
발하였다. 측정된 자력값은 띠통과 필터(notch filter)와 대역통과필터(band-pass filter)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Hz 데이터로
저장된다. 본 시스템 검증을 위해 자성체 반응을 확인하는 예비 실험이 먼저 수행되었고, 이후 철광산 두 곳에서 현장 실
증을 실시하였다. 현장 실증으로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정선 지역에서 자체 개발한 드론 자력탐사 시스템과 한국지질자
원연구원(KIGAM)이 제작한 무인비행선 자력탐사 시스템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예비 실험과 현장 실증을 통해 본
시스템은 야외 항공 자력탐사에 충분히 활용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양질의 항공자력탐사 자료 획득을 위해 잡
음을 최소화하는 필터 기능 및 기구 성능을 고도화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주요어: 드론, 플럭스게이트, 자력탐사 시스템, 지상제어 시스템, 현장 실증
Abstract: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 drone magnetic exploration system (proto-type) using a fluxgate magnetic
sensor. Hardware of the system consists of a fluxgate magnetometer, an inertial measurement unit (IMU), a GPS, and
a communication module. And we have developed monitoring software, which enables it to transmit the measured data
to the ground control system (GCS) in real time. The measured magnetic data are finally saved as 1 Hz data after passing
through a notch filter and a band-pass filter. For verification of this system, a preliminary test was conducted to check
the magnetic responses of a magnetic object first, then the field test was carried out in two iron mines. We tested the
developed system on the field test in Pocheon, Gyeonggi and Jeongseon, Gangwon. The magnetic data from the developed
drone system was very similar to those from unmanned airship system developed by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As a result, preliminary experiment and field test have demonstrated that this system is
applicable for outdoor aeromagnetic exploration. It requires more studies to improve filter function and instrument
performance to minimize noise in the future.
Keywords: drone, fluxgate, magnetic exploration system, ground control system, field test

서

론

수 있고, 지정된 경로를 자율비행 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초기에는 군사적으로 감시, 정찰, 폭격에
대한 활용도가 높았지만, 현재는 사진측량, 농업, 광업, 산불감
시, 조난구조, 음식배달 등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민간에서 드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그 활용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기반으로 한
항공기술의 발달로 각종 산업현장에서 무인 비행체의 적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물리탐사분야에서도 드론 및 무인 기체를
활용한 무인 탐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Levell et al., 2018).
전 세계적으로 자원개발이 용이한 지역에서 접근이 어려운
사막, 극지, 동토, 밀림 등 극한지와 같은 지역으로 자원개발이

드론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빠르고 손쉽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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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워 자원탐
사를 위해 유인항공탐사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인항공
탐사는 높은 탐사 비용 및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공항, 이동시
간, 대형 장비 장착으로 인한 탐사준비시간 증가 등의 문제점
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항공기 추락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
생할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을 탐
사할 수 있는 무인항공탐사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무인항공
탐사에 대한 연구개발로 인해 국외에서는 상용화된 제품이 있
지만, 국내는 아직 상용화된 제품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외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물리탐사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주로 자력탐사, 방사능탐사, 전자기탐사 등이 발표되
고 있다. 그 중에서 자력탐사는 지하 내부의 광물에 대한 자화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자기 이상체를 탐지하거나 지하구조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하에 존
재하는 자기 이상체가 주변의 지구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자력
이상을 만들어내고 이를 측정함으로써 지하매질의 특성을 파
악하는 방법으로 자력 이상 반응은 지하 매질의 모양 및 자기
적 성질, 자화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지표에서 측정한 자력값
은 지하에 분포하는 암석, 암반의 대자율의 크기나 분포하는
깊이 및 형상을 반영한다. 드론 자력탐사는 비접촉식 탐사 방
식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신속하게 탐사할 수 있고, 광역적인
지구 내부물질의 특성 정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용
되고 있다. 주로 육상 지질구조 해석 및 해상 광역 지질구조 해
석 등에 쓰이고 있다(Park et al., 2008, Kim and Park, 2010).
드론의 장점 중 하나로는 광범위한 지역을 빠르게 탐사할
수 있기에 국외에서도 드론 자력탐사 장비가 개발되어 상용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제품으로 캐나
다의 GEM System사는 AirBird를 개발하였고, 독일의 SENSYS
사에서는 MagDrone R3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미국의
Geometrics 사에서 MagArrow라는 사용이 간편한 제품을 내
놓았다(Fig. 1).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세슘형 자력센서는 측정값의 신뢰도
는 높은 편이지만, 총 자력값을 측정하게 되고 가격이 비싸고
충격에 약해서 드론처럼 추락 가능성이 큰 운반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상의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비해
플럭스게이트형 센서는 3-성분 벡터를 측정하며 가격이 비교
적 저렴한 장점이 있다(Macharet et al., 2016). 그러나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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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뢰도는 세슘에 비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플럭
스게이트 센서를 이용한 탐사의 경우에는 넓은 지역을 빠르게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하겠다. 현재
국외에서도 플럭스게이트를 통한 드론 자력탐사 시스템 개발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플럭스게이트 자력계를 이용하여 철광산에 적용한 연구사례가
있어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Min and Oh, 2017).
본 연구에서는 드론자력탐사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시험을
거쳐 경기도 포천 및 강원도 정선 등에서 현장 실증을 실시하
였다. 측정된 결과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무인비
행선 자력탐사 시스템의 측정 결과와 비교하였으며, 향후의 개
선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

연구 개발
활용 장비 소개
무인항공자력탐사에 활용된 드론은 DJI사의 Matrice 600
Pro로 산업용 드론으로 각광받고 있는 제품이며, 최고 속도는
65 km/h (약 18 m/s)이고, 최대 바람 저항 8 m/s 이다. 기본 비
행 시간이 30분이지만, 5 kg 탑재 시 20분으로 단축되고, 최대
6 kg까지 드론에 싣고 비행할 수 있다. 통신 거리는 3 km 이상
가능하며, 3개의 GPS를 활용하여 비행 정밀도를 높였다(DJI,
2017). 드론에 자력탐사시스템을 설치 및 안정적인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 탄소 재질의 밴딩파이프와 지지대를 이용하여 랜
딩스키드를 제작하였다(Fig. 2a).
DJI사에서는 자사 드론의 자동비행 설정 및 모니터링을 위
해 GSPro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탐사 지역에 대한
자동비행을 실시하였다(Fig. 2b). GSpro는 간단한 조작을 통해
비행경로를 설정할 수 있고, 카메라에 촬영되는 영상도 같이
볼 수 있어 드론의 이상 여부도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다.
드론 자력탐사 시스템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에 사용된 자력계는 플럭스게이
트 센서로 측정범위는 ±100,000nT이다. 측정좌표를 알 수 있
는 GPS와 자력계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관성측정장비
(IMU)를 설치하였다. 시스템은 IEC667 임베디드 컴퓨터를 이
용하고, Windows CE 6.0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소프트웨어 호

Fig. 1. Drone magnetic exploration systems developed in other countries: (a) AirBIRD(GEM System, Canada), (b) MagDrone R3(SENSYS,
Germany) and (c) MagArrow(Geometrics,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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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JI Matrice 600 Pro used in this study: (a) Drone’s main body and (b) Automatic flight application (GSpro).

환성 및 조작이 쉽도록 제작하였다. 측정된 자력값은 띠통과
필터(notch filter)와 대역통과필터(band-pass filter)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1 Hz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1 Hz 데이터로 저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드론 자력탐사
장치에서 획득한 많은 데이터를 지상제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보내기 위함이고, 2) 획득한 데이터양이 많아지면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1 Hz 샘플링하도록 제작하였
다. 드론 자력탐사 시스템의 무게는 본 탐사에 활용된 Matrice
600 Pro의 탑재중량에 따른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무게를 2 kg
으로 제작하여 최대 25분 이상 비행 가능하다.
드론 자력탐사시스템은 실시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여 통신모듈로 송수신되는 측정위치 및 자료 값을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측정
자료는 지상제어시스템에 바로 저장할 수 있어, 드론 추락으로
인한 자료 손실이 없도록 하였다. 드론자력탐사시스템의 통신
모듈은 무선 주파수(radio frequency, RF) 통신을 활용하여 지
상제어시스템과 1 km 이상까지 자료를 송수신 할 수 있었다
(Fig. 3a). 소프트웨어는 매트랩(Matlab)을 기반으로 UI(user
interface)를 설계하여 자료 불러오기 및 저장, 자료 편집, 데이
터 내보내기, 가져오기 등의 기능을 구축하였다(Fig. 3b).

시스템검증
예비 검증
국외에서는 소형드론에 설치 가능한 자력탐사 시스템을 개
발하여 인공적인 구조물에서 측정을 하고, 인위적인 증후를 확
인하였다(Macharet et al., 2016). 본 연구에서도 현장탐사를
실시하기 전 자성체(차량)에 대한 감지가 가능하지 확인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에 있는 공터에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주
변에 잡음이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 공터 한 가운데에 자성
체(차량)를 세워두고, 지상 15 m 상공에서 드론을 수동 비행하
여 측정을 실시하였다. Macharet et al. (2016)는 선행 연구에
서 다양한 비행고도에서 차량의 자력값을 측정하여 분석하였
는데, 지상에서 20 m 떨어진 경우, 차량에서 나타내는 자력값
과 주변값의 차이가 작아지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 드론 자력
탐사 측정 높이를 15 m로 설정하였다.
Fig. 4b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성체(차량)의 위치(빨간색 원)
에서의 자력값이 주변 값보다 30 nT 높게 나타난다. 주변 자
력값과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자성체에 대한 분별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실제 대규모의 광체의 경우 차량보다 상대적인
자력이상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탐사고도가 높아지더라도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Images of the developed magnetic exploration system: (a) magnetic sensor housing, GPS, RF module and (b) the data processing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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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liminary experiment on magnetic material: (a) Snapshot of the experiment taking place, and (b) the measurement result (the red circle
indicates vehicle’s location).

현장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정선과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현장
실증하였다. 강원도 정선과 경기도 포천은 광산에서 실제 철광
개발을 진행 및 생산하고 있어, 이상대 변화를 탐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예상되었다.
개발된 드론 자력탐사 시스템의 현장 적용성을 판단하기 위
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에서 개발한 무인비행선 기반
자력탐사 시스템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 시스템은 2010년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작한 탐사 장비로서 무인 기동이
가능하고, 비행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 자력 시
스템을 개발하여 항공자력탐사에 활용하고 있다(Cho et al.,

2010). 동일한 지역에서 측정을 하여 개발된 드론 자력탐사 시
스템의 성능을 비교하였고, 광체에 대한 변화 양상이 나타나는
지 확인하였다.
경기도 포천 마그네타이트 광산
경기도 포천의 마그네타이트 광산은 주변이 산으로 이루어
져 있고, 탐사지역 내에 마을이 존재하고 있다. 마을 반대편으
로 마그네타이트 광산이 존재하고, 추가 광체 탐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드론 자력탐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총 1.0 km × 1.6 km 반경 내에서 실시하였고, 지표 고도의 최
고점에서 20 m 높이에서 비행을 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Fig.

Fig. 5. Exploration area (constrained by the blue box) and measurement lines (white dashed lines) around Pocheon’s magnetite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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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comparison of the exploration results obtained in Pocheon’s magnetite mine using (a) the-drone magnetic exploration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and (b) the unmanned airship system developed by KIGAM.

5). 자력 센서는 버드형(bird type)으로 설치하였고, 총 8개 측
선으로 8.261 km를 18분간 비행하였다. 측정 자료는 1 Hz 샘
플링하여 총 1147점을 측정하였다.
드론은 비행 시 드론의 날개 동력부, 배터리, 본체 등에서 자
기장이 발생되는데, 이는 드론에 설치된 자력 센서에 자기장
간섭 효과를 발생시켜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드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영향 범위를 확인하는 실험을 통해 자기장
간섭을 제거하여야 한다(Min and Oh, 2017). 국외에서도 고정
익 드론의 자기 잡음을 줄여 양질의 자력탐사 데이터를 얻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Boris and Sergei, 2016). Min and Oh
(2017)는 드론의 자기장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 격자 크기
10 m × 10 m에 측점간격 1 m를 선행 실험하여 최대 간섭 범위
는 1.5 m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동일한 자력계와 드론을
활용하여 간섭 거리 테스트를 진행한 Min and Oh (2017)의
결과를 참조하여 자력센서와 드론간의 거리는 최소 2 m로 설
정하였다.
플럭스게이트 자력계는 진동에 취약한 단점이 있어 회전구
간 및 바람에 의한 잡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측정 자료의 연속
성을 확인하면서 자료편집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자료 값의
보정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일변화 및 국제표준지자기장
(IGRF)을 획득하여 실제 자력값과의 차이를 구하여 변화 양상
을 관측한다. 자료편집 및 자료 보정한 드론 자력탐사 결과로
크리깅(Kriging) 기법을 실시하여 Fig. 6a와 같은 결과를 획득
하였다. 정확한 자력값을 측정하였는지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지역에서 측정한 무인비행선 자력탐사 시스템 획득 자료도 크
리깅 기법으로 Fig. 6b와 같이 도시하였다.
비교 결과, Fig. 6a에서는 위도 38.104o ~ 38.109o, 경도
127.221o ~ 127.226o에서 350 nT 이상의 자력값이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b의 측정 결과에서도 동일한 위치
에서 350 nT 이상의 자력값을 보였다. 이는 마그네타이트 광
체에 대한 자력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무인비행선으로 측정한 결과와 드론자력탐사결과를 비교
하면 변화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력이상대의 주변의 자력
값이 드론자력탐사결과에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무
인비행선탐사결과는 완만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의
이유에 의한 것으로 첫 번째는 측정 고도의 차이로 인한 변화
양상, 두 번째는 자력 센서의 종류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항
공자력탐사에서는 측정 고도가 높아질수록 변화 양상이 평활
화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각 장비의 자력 센서 종류 및 내부
시스템의 필터의 영향으로 변화 양상이 생겨날 수 있다.
강원도 정선 철광산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철광산 부근에서 드론 자력탐사 시스
템 측정을 실시하였다. 탐사형태는 버드형으로 자력 센서와 드
론 간의 거리를 7 m로 이격시켜 측정을 하였고(Fig. 7c), 총 측
정 라인은 4개로 측정 거리는 2 km이고, 드론 비행시간은 10
분으로 평균시속 10.8 km/h로 비행하였다. 강원도 정선에는 협
곡이 있어 바람이 많이 불어, 풍속이 낮은 새벽 06:00에 탐사
를 진행하였고, 이 때 풍속은 1 m/s 였다. 측정 타겟은 신규 광
체가 있는 지역으로 Fig. 7a와 같은 측선으로 설계하였다. Fig.
7b와 같이 주변이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동비행 설정
전에 DJI사의 인스파이어2를 이용하여 고도 및 주변 환경을
확인하였다. 협곡 양 옆 산의 높이가 비행 시작지점의 고도보
다 약 90 m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행 고도는 120 m로 설정
하여 DJI사 GSpro 소프트웨어로 자동비행을 실시하였다.
앞서 경기도 포천과 같이 바람 및 회전 등으로 인한 잡음을
제거하였고, 측정시간 때 IGRF 값인 50,570 nT로 뺀 값으로
나타낸 차이 값을 이용하여 Fig. 8a와 같은 보간맵을 제작하였
다. 신광체가 있는 지역은 탐사지역의 동쪽 지역으로 자력값이
주변보다 높은 550 nT가 나타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주
요한 변화양상이 확인되는 영역(위도 37.191o ~ 37.194o, 경도
128.6655o ~ 128.668o)의 결과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무인비행

플럭스게이트 센서 기반 드론 자력탐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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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xploration area and measurement lines in Jeongseon-gun, Gangwon-do: (a) Measurement area (blue box) and lines flown by drone (white
dashed lines), (b) view of the study area, and (c) the exploration system.

Fig. 8. Comparison of the exploration results obtained in Jeongseon’s iron mine using (a) the drone magnetic exploration system developed in this
study, and (b) the unmanned airship system developed by KIGAM.

선 자력탐사 자료와 비교분석하였다(Fig. 8b). 경기도 포천과
같이 무인비행선에서 획득한 자력분포는 드론 자력탐사 시스
템에서 획득한 자료보다 자료의 연속성이 잘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드론 자력탐사와 무인비행선 자력탐사의 측선
의 차이로 인해 자력이상대의 범위와 위치가 약간 차이가 나

타나지만, 유사한 자력값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플럭스게이트 센서를 탑재한 드론 자력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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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플럭스게이트 센서는 3성분 측정이 가
능하고 무게가 가벼운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적재 하중이 비교
적 크지 않은 드론에 적용하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측정자
료 모니터링을 위해 통신모듈을 활용하여 지상제어시스템과
자료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본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해 잡음이 약한 야외에서 임의
의 자성체(차량)를 배치하고 측정한 결과 이상체 탐지가 잘 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장 실증은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정선
일대 철광산에서 실시하였다. 또한 동일 지역에서 수행된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의 무인비행선 자력탐사 시스템 측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현장탐사 결과 두 시스템의 측정값이 매우 유사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철광체 이상대 변화 양상을 탐지하였다. 다
만 측정 위치가 다소 상이하여 정량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였다.
현재 개발된 드론 자력탐사 시스템 시작품(proto-type)의 테
스트 결과는 철광석 등 자원탐사에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드론 자력
탐사 시스템은 광체 탐사, 불발탄 탐사, 원자력 폐기물 조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드론 활용 시 제약이 될 수 있는
바람 및 회전 구간 등 잡음 발생 요인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
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고도에 따른 자력값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자료에 대한 적절한 필터를 통해 잡음을 제
거함으로써 정밀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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