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09–

UAS 기반 대형 폐기물 발생량 측정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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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Efficient management of large-size wastes generated from disasters etc. is always in
demand. Large-size wastes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environment, producing adverse effects on the air
quality, water quality, living environment and so on. When large-size wastes are generated, we must be
able to estimate the generated amount in order to transfer them to a temporary trans-shipment site, or to
properly treat them.
Currently, we estimate the amount of generated large-size wastes by using satellite images or unit

measure for wastes; however, the accuracy of such estimations have been constantly questioned. Therefore,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establish th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based on UAS, to
measure the amount of waste, and to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measurement. A measurement was made
at a waste site by using UAS, and the X, Y, Z RMSE values of the th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were found to be 0.022 m, 0.023 m, and 0.14 m, all of which show relatively high accuracy. The amount
of waste measured using these values was computed to be approximately 4,273,400 m3. In addition, the
amount of waste at the same site was measured by using Terrestrial LiDAR, which is used for the precise
measurement of geographical features, cultural properties and the like. The resulting value was 4,274,188
m3, which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amount of waste computed by using UAS. Thus, the
possibility of measuring the amount of waste using UAS was confirmed, and UAS-based measurement
is believed to be useful for environmental control with respect to disaster wastes, large-size wastes,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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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상이변과 사회구조의 복잡성, 도시화 등으로 인해

각종 재난에 대한 위험성과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Yoo,

2015; Son et al., 2016). 재난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발

생 이전의 예방 및 완화 단계, 준비와 계획 단계, 발생 이

후의 대응 단계, 복구 단계로 구분(McLoughlin, 1985;

Petak, 1985)하여 법·제도,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재난으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은 대응 및 복구활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환

경 및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Brown et al.,

2011). 대형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정

량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한 위험에 대한 정

량화 연구는 다수 수행되고 있다(Hu and Sheu, 2013). 특

히 대형 폐기물이 잠재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대(Dijkstra et al., 2002)되고 있

으며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물리적인 환경오

염 외에도 환경관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Brown et

al., 2011). 따라서 대형 폐기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

악하여 단시간 내에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재난 발생 시 필요한 대응, 재해폐기

물 처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상황에 맞추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재난 대응이나 폐기물 발생 시 처

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

하는 임시적환장에 대한 용량, 위치 등을 제시하고 있

으며 일본이나 호주 등에서도 임시적환장에 대한 선정

기준, 위치, 용량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임시적환장으로의 이동 이전에 폐기물의 신속한

운반, 처리 등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량 등을 우선

파악해야 해야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

규모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량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HAZUS-MH(The Hazards U.S. Multi-Hazard)

모형을 개발하여 홍수, 허리케인, 지진으로 인한 폐기물

의 종류와 발생량을 예측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피해 및 사회기반시설의 피해를

예측하였다(Jo et al., 2016). 이 외에도 일본에서는 위성

영상과 GIS를 이용하여 재난 피해 정보를 확보하고 침

수지역이나 침수심 분포 등을 파악하고 폐기물 발생량

을 추정하였다(Asari et al., 2013). 하지만 위성영상이나

항공영상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활용이 어려운 실정

이다. 대만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홍수 재난사례를 기반

으로 하여 인구밀도, 홍수피해면적, 강수량 변수를 활용

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Chen et al., 2007)하였고 호

주에서는 재난 유형별로 폐기물의 발생량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건물과 면적을 기반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추정하였다(Jo et al., 2016). 우리나라는

주로 홍수로 인한 산사태, 도시지역 침해 및 침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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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재난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대형 폐기

물은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대기질이나 수질, 생활 환경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형 폐기물이 발

생하면 임시적환장으로의 이동이나 처리 등을 위해서 발생량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위성영상

이나 폐기물의 원단위를 이용하여 발생량을 추정하고 있지만 그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AS를 기반으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폐기물 측정 및 정확도 평가

를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UAS를 이용하여 폐기물 지역을 측정한 결과, 3차원 공간정보의 X, Y, Z

RMSE 수치는 각각 0.022 m, 0.023 m, 0.14 m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측정한 폐

기물량은 약 4,273,400 m3로 도출되었다. 또한 과거부터 지형, 문화재 등 정밀한 측량에 사용된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동일지역의 폐기물량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값은 약 4,274,188 m3로 도출되었다. UAS

기반으로 도출한 폐기물량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UAS를 이용한 폐기물 발생량 측정에 대

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재해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 등의 환경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난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에 맞는 대처방안이 마련

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최근 10년간 수해폐기물 발

생량, 침수 예상도, 가옥 수 등을 고려하여 발생량을 예

측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해 피해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침수 건물당 폐기물발생량 원단위 사용을 권장하

고 있다(Jo et al., 2016). 이처럼 폐기물 발생량 예측은 대

부분 위성영상이나, 원단위로 추정하지만 활용성과 정

확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 발생 후 정확하고 신속한 현황 분석과 폐기물 발

생량 추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의 규모와 발생지역의 상황에 따라 폐기물 발생

량은 제각각인데, 실제 미국의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재

난 사례를 살펴보면 한차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

기물의 양이 해당 지역 연간 폐기물의 5~15배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Reinhart andMccreanor, 1999). 이처럼 재

난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정도와 대형 폐기물 발생

량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위성영상을 이

용한 재난 피해 정보 구축이나 원단위를 기반한 폐기물

발생 예측량에 대한 연구,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AS(Unmanned Aerial System)

를 기반으로 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하며 그 정확도 분석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UAS를 기반으로하여 대형 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하

기 위해서 연구 대상지는 대량의 준설토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경기도 여주시 내양리 남한강 근처 일대를 선정 하

였다. 대상지 크기는 약 25,000 m2이고 준설토가 대량으

로 쌓여 있으며 그 양을 측정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Fig. 1). 또한 남한강에서 퍼낸 대량의 준설토로 인해 환

경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며 정확한

적치량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형재난 발생 이후 시점에 적용 가능

한 대응 기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UAS(Unmanned Aerial System)를 이용하여 구축한 3차

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폐기물 발생량 측정을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선정하였다.

2) 연구의 방법

UAS는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

며 조경, 산림, 농업, 해안, 지형, 환경계획 등의 연구 분

야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UAS는 일반적으로

드론(Drone) 또는 UAV로 불리고 있다. 드론이란 용어

는 과거 군사적 목적으로 주로 쓰였으며 언론매체나 일

반인들 사이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UAV라는 용어는

주로 무인항공기 자체를 부를 때 쓰인다(Son et al., 2016).

하지만 UAS란 UAV에 탑재한 위치측위기술(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관성측량기술(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 파장대별 광학수치영상기술

(CCD, ChargeCoupledDevice또는CMOS, Complementary

Metal-Oxide Semiconductor)이나 레이저스캐닝 기술로

부터 취득한 영상을 컴퓨터입체영상해석기술로 해석

하여 영상 내 피사체의 시공간정보를 탐측하거나 3차

원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Lee, 2015;

Yu et al., 2016). 즉, UAS란UAV로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후처리하는 등 전반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정익 UAV는 Q-200 Surveyor-

PRO를 이용하여 2017년 5월 11일 비행을 실시하였다.

비행 시간은 30분-60분으로 비교적 장시간 비행을 하며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최대 이미지 크기는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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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udy area (Naeyang-re, Yeoju-si, South Korea).



4000 화소의 고해상도 이미지로 촬영이 가능하다.

UAS기반의 폐기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우선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UAV 비행 변수를 선정하였다. 비행

변수를 토대로 비행을 실시하여 이미지를 획득하였으

며 이미지 정렬, 지상기준점 입력 등의 과정을 통해 3차

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3차원 공간정보는GNSS측

량을 통해 정확도를 검증하였으며 검증된 가로(X), 세로

(Y), 높이(Z) 정보를 이용하여 폐기물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과거부터 3차원 데이터 구축에 널리 쓰이고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지상 LiDAR를 통해 동일 지역의 폐기

물량을 산정하여 UAS 기반의 폐기물 산정량과 비교하

여 UAS기반의 폐기물 발생량 산정 가능성을 모색하였

다(Fig. 2).

(1) UAS 기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폐기물 발생량 측정의 기반이 되는 3차원 공간정보

의 품질은UAV비행 변수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국내·

외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비행 고도와 지상기준점(GCP,

Ground Control Point) 개수, 영상의 중복도를 주요 비행

변수로 선정하여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비행 고도는 지상표본거리 즉, 영상의 해상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비행 고도가 낮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Mesas-Carrascosa et al.(2016)은

비행 변수 중 비행 고도 값이 영상의 정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 m부터

150 m까지 다양하게 구분하여 촬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 고도 150 m로 설정하여 비행을 실

시하였으며 영상의 중복도는 80%로 설정하여 비행을

실시하였다.

특정 지점의 정좌표를 구하기 위해 지상기준점을 측

량하여 위치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지상기준점 개수는

대상지 면적, 고저차 등에 따라 그 개수를 정할 수 있으

며 지상기준점을 사용하지 않고 UAV에 부착되어 있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만을 이용하여 수치표

면 모형이나 수치표고 모형을 구축할 경우 실제 측정값

이 20 m 이상 차이(Yoo et al., 2016)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지상기준점을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

으로 지상기준점 개수는 면적 2 ha(20,000 m2)당 1개의

지상기준점을 설정할 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고 말하고 있다(Coveney and Roberts, 2017). 즉, 지상기

준점은 3차원 공간정보 구축과 그 정확도에서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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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w of the study. Fig. 3.  Location of Ground Control Points.



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중심

과 모서리 부분에 지상기준점을 6개 설치하였다(Fig. 3).

UAV로 촬영한 수많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알고리즘을이용하여특징점

을검출하고정사영상을제작하였다. 이후 SfM (Structure

fromMotion)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3차원 점군을 생성하

였다. SfM은 다양한 시점에서 촬영한 2차원적 이미지로

부터 카메라 위치와 방향을 추정하고, 촬영된 물체나 장

면을 3차원 구조로 복원하는 방법이다(Lee et al., 2016). 3

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은 Photoscan

(Agisoft, Russi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다.

(2) UAS 기반 3차원 공간정보 검증 및 

폐기물 발생량 측정

UAS 기반 3차원 공간정보의 정확도를 평가하기 위

해서 GNSS측량을 실시하였다. 이는, UAS를 이용하여

구축한 3차원 점군의 위치 정확도가 어느정도 유사한

지 알아보기 위함인데, VRS/RTK-GPS를 이용하여 측

량을 실시하였으며 RMSE(Root Mean Square Error) 수

치를 이용하여 위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폐기물 발생량 측정은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 중 폐

기물이 적치된 부분을 벡터라이징화 하여 해당 부분의

용량을 산정하였다.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곳의 많은

양이 하단부에 쌓여 있으며 위로 갈수록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지면과 적치된 부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지면과 폐기물의 경계를 확인하고 공

간정보에서 폐기물 적치부분을 구분하여 벡터라이징

화를 수행하고 폐기물량을 산정하였다.

(3) 지상 LiDAR를 이용한 폐기물 발생량 측정

UAV는 공중에서 비행하며 영상을 획득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과 이로 인한 촬영 각도 등의 변화로 인해

영상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부터 지형, 문화재, 환경 등의 분야에서 널

리 사용되는 지상 기반 3차원 스캔 기법을 통해 3차원

모형을 구축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해보고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과거부터 지상 LiDAR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측량을 통해 수치표고 모형이나

수치표면 모형을 제작(Coveney et al., 2010)하거나 문화

재 측정 및 기록유지 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산림이

나 식생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상 LiDAR를 활용한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Cǒté et al., 2011; Hancock et al., 2017;

Zhu et al., 2017).

폐기물 지역의 3차원 점군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측

정 지역을 광대역으로 스캔하여 복잡한 대상지역을 3차

원으로 형상화해야 한다. 레이저 기술을 이용하여 신속

하게 대상지역을 스캔할 수 있으며 그 정확도나 정밀도,

점밀도 등은 국내·외적으로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측량 기법은 지상 LiDAR(Terrestrial LiDAR) 측량,

지상레이저스캐닝(Terrestrial Laser Scanning), HDS(High

Definition Surveying)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ica Scanstation P20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폐기물 지역의 3차원 점군을 획득하였으며

위치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상기준점을 설치하여

GNSS 측량을 수행하였다. 지상 LiDAR를 통해 구축한

점군은 상대좌표이기 때문에 측량한 GNSS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 하였다.

지상 LiDAR측량은 폐기물을 타겟으로 하는 타겟방

식에의한측량을실시하였으며획득한 3차원점군은표

지 기반의 정합 방식과 ICP알고리즘에 의한 정합방식을

기반(Lee and Hong, 2011)으로 하는 Cyclone 9.14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정합하고 폐기물량을 산정하였다.

3. 연구 결과

1) UAS 기반 3차원 공간정보 검증 및 폐기물 

발생량 측정

UAV비행을 통해 총 344장의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획득한 이미지는 SIFT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특징점을

검출하고 영상에 VRS/RTK-GPS로 측량한 좌표를 부

여하였다(Fig. 4).

이후 344장의 이미지를 정합하여 정사영상을 구축하

였다(Fig. 5).

또한 SfM(Structure from Motion) 알고리즘에 기반하

여 3차원 점군을 구축하고 메쉬를 생성하여 3차원 공간

정보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3차원 공간정보란 가

로(X), 세로(Y), 높이(Z) 값을 가지는 3차원 공간으로써,

지상표면 모형(DSM, Digital Surface Model)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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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Fig. 6).

UAV에는 기본적으로 GPS가 장착되어 있어 위치정

보를 추정하지만 그 오차는 수m정도이며 특히, 높은 고

도에서 오차가 더 큰 편이다. 이에 따라 앞서 지상기준

점을 UAV 이미지에 부여하여 분석하고 3차원 공간정

보를 구축하였다. 또한 그 정확도 검증을 위해 3차원 공

간정보의 X, Y, Z 위치 좌표와 GNSS 측량을 통해 구축

한 X, Y, Z좌표의 유사도를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GNSS 측량은 VRS/

RTK-GPS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지의 서쪽에서 동쪽 방

향 5 m 간격으로 실시하여 총 84개의 좌표를 생성하였

으며 대상지에서 하나의 단면을 형성하였다(Fig. 7).

GNSS 측량으로 도출한 X, Y, Z 좌표와 UAS 기반 3

차원 공간정보의X, Y, Z좌표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총 84개의 좌표에서 도출한 X좌표의 위치 차이는 최

대값이 0.039 m이며 최소값이 0.001 m로 나왔다. 위치

차이 평균은 0.020 m로 도출되었으며 RMSE 수치는

0.022 m로써 높은 위치 정확도를 보이고 있었다(Fig. 8).

Y좌표의 위치 차이는 최대값이 0.039 m이며 최소값

이 0.001 m로 나왔다. 위치 차이 평균은 0.021 m로 도출

되었으며 RMSE 수치는 0.023 m로써 높은 위치 정확도

를 보이고 있었다(Fig. 9).

Z좌표의 위치 차이는 최대값이 0.388 m이며 최소값

이 0.003 m로 나왔다. 위치 차이 평균은 0.116 m로 도출

되었으며 RMSE 수치는 0.14 m로써 비교적 높은 정확

도를 보이고 있었다(Fig. 10).

‘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에 의하면 RMSE 한계를

0.25 m로 규정(Yu et al., 2016)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구축한UAS기반 3차원 공간정보의X, Y, Z좌표 RMSE

수치는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다(Table 1).

폐기물 발생량 측정은 폐기물 적치공간의 3차원 공

간정보를 계산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앞서 수행한 U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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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age Processing.

Fig. 6.  Digital Surface Model Using UAS.

Fig. 5.  Orthoimagery of Study Area.

Table 1.  Differences between GNSS and 3D Spatial Information

X coordinate Y coordinate Z coordinate
Max (m) 0.039 0.039 0.388
Min (m) 0.001 0.001 0.003
Mean (m) 0.020 0.021 0.116
RMSE (m) 0.022 0.023 0.140



기반 3차원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수행해야

한다. 앞서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에서 폐기물이 적치

된 부분을 벡터라이징화 하여 해당 부분의 용량을 산정

한 결과, 약 4,273,400 m3로 산정되었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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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NSS Measurement Points (left) and Elevations of Points (right).

Fig. 9.  Differences between GNSS and 3D Spatial Information (Y coordinate).

Fig. 8.  Differences between GNSS and 3D Spatial Information (X coordinate).



2) 지상 LiDAR 기반 폐기물 발생량 측정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측정한 폐기물 지역의 점군

과GNSS측량을 통한 지상기준점을 지오레퍼런싱하여

폐기물 전체지역의 3차원 점군을 구축하였다. UAV와

달리 지상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고저차가 크거나 굴곡

이 있는 지역은 전체지역을 한 번에 측정할 수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총 40지점의 위치를 선정하고 폐기

물 적치 부분을 타겟으로 하여 지상 LiDAR 측정을 수

행하였다. 이를 통해 위치별 3차원 점군을 생성하였다

(Fig. 12).

위치별 생성한 각각의 3차원 점군을 정합하여 하나

의 3차원 점군을 생성하였으며 UAS와 마찬가지로 폐

기물 적치 부분의 경계를 벡터라이징하여 해당 부분의

폐기물량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폐기물량은 4,274,188

m3로 확인되었다.

UAS 기반으로 산정한 폐기물량을 4,273,400 m3로써

지상 LiDAR로 측정한 폐기물량과의 차이가 크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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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fferences between GNSS and 3D Spatial Information (Z coordinate).

Fig. 11.  Th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using U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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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oint Cloud for each measuring station using Terrestrial LiDAR.



4. 결 론

본 연구는 대형 재난 발생 후에 적용 가능한 대응 기

법 중 대형 폐기물 발생량의 측정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UAS(Unmanned Aerial System)를 기

반으로 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폐기물 발생량

을 측정하며 그 정확도 분석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경기도 여주시 내양리 일대의 준설토 폐기물이 적치

되어 있어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는 곳을 대상지로 삼아

UAS를 기반으로 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3차원 공간정보의X, Y, Z위치 좌표는GNSS측량을 통

해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 RMSE 수치는 각각 0.022

m, 0.023 m, 0.140 m로 도출되어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4,273,400 m3로 산정되었다. 또한 과거부터 3차원 모형

을 구축하고 측량 정확도가 비교적 우수한 지상 LiDAR

를 이용하여 동일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4,274,188 m3로 도출되어 UAS를 이용한 방법과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UAS 기반 3차원 공간정보의 RMSE 수치를

‘항공레이저측량 작업규정’의 허용 기준과의 부합 여부

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정은 보통 수

백 미터 이상의 고도에서 항공기에 의한 측량을 실시할

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UAV를 이용하여 획득한 이미지는 비행 변수 등에

따라 그 정확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는 지

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고도를

150 m로 설정하고 중복도는 80%로 설정하였으며 영상

분석에 적용한 지상기준점은 6개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보면Uysal et al.(2015)

이 60 m고도에서 촬영한 영상과Agüera-Vega et al.(2017)

이 120 m의 고도에서 촬영한 영상의 수직 정확도가 유

사하게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대상지의 형태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

서 여타 적용 분야들에서는 비행 변수를 다양하게 설정

하여 연구의 목적이나 대상지에 따라 적합한 변수를 설

정하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UAS를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분석한

폐기물량에 대한 비교값으로 지상 LiDAR로 동일 지역

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지상 LiDAR로

측정한 데이터와 UAS 기반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각각

의 단점을 보완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 LiDAR를 이용하여 동일 지역의

폐기물 발생량을 측정하였는데, 총 40 지점의 스테이션

을 두고 측량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학적 기법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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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Overlaid Point Cloud for each measuring station using Terrestrial LiDAR.

Table 2.  Waste Volume Calculation

UAS Terrestrial LiDAR
Waste Volume (m3) 4,273,400 4,274,188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하지만 UAS는 적은 시간

과 비용에, 높은 정확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추후 재난 발생 후 신속하고 정확한 폐기물 처리

등의 재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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