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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생활에 필 한 수 원  안정적  공 하고, 집 호우에 한 피해  저감하  해 건 다.  

건  많  토지, 가  등  수몰 고 주변지역  환경에도 큰 향  주  에 근에는  주변지역에 한 

공간정보    활용  고 다. 에 본 연 에 는 항공  활용하여 건  한 수몰지역에 

한 공간정보  하고 효과적  공간정보  안  제시하고  하 다. 연  통해   주변지역에 한 

정사 상과 DSM  공간정보  효과적  할 수 었다. 또한 DSM에 한  통해  담수에  침

수 지역  변화  수량  효과적  산정할 수 었다. 항공시스템  활용하여 공간정보  하고, 에 한 

  효과적   주변지역  리 안 제시할 수 었 , 연 에  수행  공간정보    

  야  료  활용  다.

주제어 : 수몰지역, 항공 , 공간정보, 정사 상, DSM, 포 트클라우드

Abstract Dam is built to supply water necessary for life stably and reduce the damage caused by heavy rains. 

Recently there has been required the analysis and util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on the area around the dam 

because construction of the dam gives a great impact on the environment of the surrounding area. In this 

study, we build spatial information about the submerged district due to dam construction using drone and 

propose the effective method for analysis of the spatial information. As a result, orthoimage and DSM of study 

area were constructed effectively. Change of submerged district of this area was calculat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patial information. Building and analyzing spatial information carried out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the basis in relat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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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자원 리를 해 건설되는 은 용수공 , 홍수조

, 발 등 그 목 에 따라서 건축형태가 다르며, 주변

지역의 기상과 기후에 큰 변화를 래한다[1,2]. 의 건

설로 많은 토지나 가옥 등이 수몰되고 주변지역의 환

경에도 큰 향을 주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한 공간정보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3,4,5,6]. 건설에 따른 향을 악하기 해서는 방

한 환경요인자료의 수집과 리 그리고과학 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지 까지는 상지역의 활함과 분

석자료의 방 함으로 인해, 자료의 수집은 물론 자료

리에 문제가 있고 수집된 자료를 효율 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 미약하여 건설에 따른 향을 체계

으로 리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다[7,8,9].

무인항공기는 촬 을 원하는 지역에 빠르게 근하여

비행고도에 따라 다양한 축척의 상을 취득할 수 있고,

자료처리를 통해 정사 상, 지형모델 등 다양한 공간정

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크다[10,11,12]. 무

인항공기와 련된 국내 연구로 신속한 피해 황 정보

취득이 필요한 재난지역을 측하기 하여 고도 촬

기술을 용하여 기하보정과 상모자이크 기법을 용

하여 상지도를 제작하는 방안이 연구된 바 있으며, 무

인항공기의 정확도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13,14,15].

국외의 경우, 국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허란산

기슭 상공에서 공 촬 을 실시하여 축척의 수치지형

도를 제작하고 군사 작 도로 활용한 경우가 있으며[13],

일본에서는 무인헬기에 GPS, IMU, 카메라, Laser

Scanner 등을 장착하여 Direct Georeferencing을 수행,

정 한 3차원 지도를 제작하여 공간정보 산업에 활용한

가 있다[16,17].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에 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효과 인분석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Fig. 1]은 연구 흐름도를 나타낸

다.

[Fig. 1] Study flow

2. 상   처리

본 연구에서는 수몰지역에 한 공간정보 구축 분

석을 해 원주시의 건설 정지를 연구 상지로 선

정하고 항공사진을 촬 하 다. [Fig. 2]는 연구 상지와

GCP(Ground Control Point)를 나타낸다.

[Fig. 2] Study area and GCPs

연구에 사용된 무인항공기는 Trimble ZX5 HP 모델로

GCP를 설치하여 기하보정에 이용함으로써 정확도를 유

지하도록 하 다. [Fig. 3]는 ZX5이며, <Table 1>은 사양

을 나타낸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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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ZX5

Type Rotary wing

Number of rotors 6

Maximum takeoff mass 5 kg

Payload capability 2.3 kg

Dimensions 85 cm x 49 cm

Camera 16 MP

Endurance 20 min

Maximum ceiling 3,000 m AMSL

Weather limit 36 km/h

Control frequency 2.4 GHz

<Table 1> Specification

상의 촬 은 250m고도에서 이루어 졌으며, 취득된

자료의 처리는 Uas Master 소 트웨어를 이용하 다.

[Fig. 4]는 자료처리 화면을 나타낸다.

[Fig. 4] Data Processing Screen

자료처리는 상병합, GCP 측, 성과물 생성의 순으

로 이루어졌으며, 성과물은 정사 상과 DSM을 생성하

다. [Fig. 5]는 정사 상이며, [Fig. 6]은 포인트클라우

드 형태의 DSM을 나타낸다.

[Fig. 5] Ortho Image

[Fig. 6] DSM

3. 수몰지역 공간정보 

자료처리를 통해 생성된 DSM은 포인트클라우드 형

태의 데이터로 상지역의 지면과 건물, 수목 등과 같은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다. 수몰지역에 한 데이터 분석

을 해 우선 으로 DSM에서 수목과 인공 인 객체를

정리하고, 주변 지형을 이용하여 보간(interpolation)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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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연구 상지 체에 한 mesh 데이터를 생성하

다. [Fig. 7]은 mesh 데이터를 나타낸다.

[Fig. 7] Mesh data

생성된 mesh 데이터를 이용하여 등고선을 생성하

으며, 수 에 따른 침수지역 변화와 총 수량을 계산하

다. [Fig. 8]은 등고선을 나타낸다.

[Fig. 8] Generation of contour

수 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상지역의 최

최 수 를 측정하여 최고수 와의 차이가 55m임

을 산출하 다. [Fig. 9]는 연구 상지역의 높이 차이를

나타낸다.

[Fig. 9] Difference between low and high altitude

생성된 등고선과 mesh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 의 변

화에 따른 침수지역의 변화와 수량을 산출하 다. [Fig.

10] ∼ [Fig. 13]은 수 변화에 따른 침수지역의 변화를

나타낸다.

[Fig. 10] Non submerged

District - 50m

[Fig. 11] Non submerged 

District - 35m

[Fig. 12] Non submerged

District - 20m

[Fig. 13] Non submerged

District - 5m

[Fig. 10] ∼ [Fig. 13]에서와 같이 지형모델을 기반으

로 효과 으로 수 에 따른 수몰지역의 변화를 가시 으

로 생성할 수 있었다. 한 해당 수 에 따른 총 수량을

정량 으로 산출하 다. [Fig. 14] ∼ [Fig. 17]은 수 별

수량을나타내며, <Table 2>는수량산출결과를나타낸다.

[Fig. 14] Amount of water

- 50m

[Fig. 15] Amount of water

- 35m

[Fig. 16] Amount of water - 

20m

[Fig. 17] Amount of water

-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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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level Amount of water

50m 3,439,596.26m3

35m 2,060,035.35m3

20m 858,101.39m3

5m 126,593.95m3

<Table 2> Amount of water

연구를 통해 수몰지역에 담수를 시작할 때 수 에 따

른 침수 지역의 변화를 효과 으로 악할 수 있었으며,

수량을 정량 으로 산출하 다. [Fig. 14] ∼ [Fig. 17]에

서 랑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침수되는 부분

을 나타내며, 수 별 총 수량은 최 수 인 5m에서

126,593.95m3, 최고 수 인 50m에서 3,439,596.26m3로 산

출되었다.

무인항공시스템은 기존 토털스테이션과 GNSS를 활

용한 방법에 비해 공간정보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을 크게 일 수 있었다. <Table 3>은 기존 측량방법과

무인항공시스템을 활용하여 1km2의 공간정보 구축에 필

요한 인력과 시간을 비교한 것이다.

Item Traditional Survey UAV

Field Work 9 people, 5 days 2 people, 1 day

Office Work 1 people, 1 day 1 people, 1 day

<Table 3> Comparison of Traditional Survey and

UAV

연구를 통해 구축된 정사 상과 지형모델은 공간정보

분석을 한 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향후 건설

과 후의 변화탐지를 한 분석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한 구축된 공간정보는 지 도 등과연계함으로써 수몰

지역에 한보상자료로도활용이가능할것으로기 된다.

4. 결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수몰지역에 한

공간정보를 구축 분석한 것으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건설로 인해 수몰이 상되는 넓은 지역에

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정사 상과 DSM을 효과 으

로 생성할 수 있었다.

둘째, DSM을 활용하여 mesh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담수 에 따른 수몰지역의 변화를 가시 으로 생성할 수

있었다.

셋째, 수 별총수량은최 수 인5m에서 126,593.95m3,

최고 수 인 50m에서 3,439,596.26m3로 산출되었으며, 연

구를 통해 구축된 정사 상과 지형모델은 공간정보 분석

을 한 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넷째, 무인항공시스템은 기존 측량방법보다 효과 으

로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으며, 지 도와 연계하여 보

상업무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다섯째, 향후무인항공시스템을 활용한주기 인공간

정보 취득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건설 과

후의 정량 인 변화탐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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