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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술복지의�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거주하

고� 있는� 쪽방촌을� 대상으로� 무인항공기(UAV)와� GIS를� 활용하여� 주거취약

지역의�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과� 지도화를� 수행함으로

써� 적정기술을� 융합하여� 응용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서울시� 용

산구� 동자동� 일대의� 쪽방촌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

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개선에� 일

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써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평가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한� 초고해상도 상지도를� 제작

하는� 단계부터� 주거취약지역의� 사용자� 맞춤형� 관심지점정보� 선정� 및� 자료

수집,� GIS를� 이용한� 쪽방촌� 공간정보DB구축과� 지도화까지의� 전체적인� 프

로세스를� 최초로� 정립하고� 모델로� 제시하 고� 이와� 더불어� 지리학에서� 연

구의� 대상으로� 삼는� 공간� 중에서도� 마이크로한� 스케일의� 공간정보들을� 효

과적으로� 획득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

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정기술로써� 무인항공기와� GIS를� 활용함으로써� 쪽방촌의� 취약여

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됨을� 증명하 다.�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데이터베이

스� 구축과� 실감적인� 지도화를� 통하여�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소외

되었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및� 생

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주거안정� 실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 다.� 특히� 드론을� 통한� 무인항공사진측량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특징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취약지역인� 쪽방촌

의� 물리적� 거주여건� 및� 사회적� 생활환경과� 환경적인�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간적인� 관점에서� 열악한� 거주지인� 쪽방촌이라는� 주거취약지역

을� 좀� 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또

한� 기존� 연구들에서� 생활안전지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으로�

강조하고� 있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구축을� 위해�

취약지역� 관계자� 및� 사회단체,� 관련기관� 담당자� 면담과� 현장방문� 및� 관심

지점� 조사를� 직접� 수행하여� 지역재생을� 위한�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

에� 꼭� 필요한� 항목들을� 선정하고� 이를� 공간정보� DB로� 구축하 다.� 이를�

통해� 거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취약요인의� 공간적� 분포파악� 및� 입지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취약요소들에� 대한� 개선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으로써� 주거취약지역의� 실질적이면서� 현실적인� 생활안전향상을� 도모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성과

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에� 산재해있는� 쪽방촌의� 유형� 분류와� 공간적� 특성�

파악,� 타� 지역의� 쪽방촌� 공간정보구축을� 통한� 거주여건개선� 지원에도� 본�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례지역으로� 선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대상으

로�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무인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하여� 무인항공사진

을� 촬 하 고� GNSS�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초고해상도 상지도제작을� 위

한� 지상기준점(GCP)측량� 및� 정확도� 검사를� 수행하 다.� 지상기준점� 측량

을� 통해� 얻은� 총� 16개� 기준점� 중� 6곳의� 기준점만을� 사용하 으나� 기존�

1:1,000� 수치지형도와� 정확도� 비교� 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여� 높은� 정

밀도와� 정확도를� 요구하는� 수치지형도� 갱신� 등의� 지도제작에� 적극적인� 활

용이� 가능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쪽방촌과� 같은� 마이크로한� 스케일의�

소규모� 밀집� 주거취약지역의� 공간정보수집에� 최적의� 방법인� 것으로� 검증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리적�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

자료수집’의� 기준에서� 살펴봤을� 때�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탐사나� 항공사진

측량� 등� 기존의� 전통적인� 공간정보획득방법론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무인항

공사진측량을� 통해서만� 획득� 가능한� 강점과�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주거취약지역의� 특

성을� 반 한� 무인항공사진측량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인항공사진측량� 전�

과정의� 기본이론과� 기술� 및� 과정을� 분석하여� 재정립하고� 제시하여,�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도� 무인항공사진측량과� 지상기준점측량� 방

식을� 결합하여� 손쉽게� 허용오차� 범위� 내의� 무인항공� 사진측량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검증했다.� 특히� 상지도나� 3차원� 모델과� 같은� 연구대상지역의�

실감적이고� 가시적인� 형태의� 초정밀공간정보를� 목적달성에� 맞게� 빠른� 시

간� 안에� 간편하고� 손쉽게� 시각화하여� 구현할� 수� 있는� 프로세스� 모델과� 구

축방법론으로� 재정립하고� 제안함으로써� 향후� 관련분야의� 후속연구� 활성화

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 다.� 더불어� 이러한� 과정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

는� 방법을�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시간적·경제

적� 효율성�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사례� 연구지역인� 쪽방촌의� 공간정보� DB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공간을� 대상으로� 기존의� 입체시방식� 도화작업을� 수행했을� 때� 처리

시간이�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동일한� 작업범위의� 작업량을� 반나절� 만에� 완성할� 시킴으로써� 단위시간� 당�

처리되는� 작업량은� 급증하는� 반면� 투입되는� 작업시간과� 인력� 비중,� 규모�

등은� 급감되어� 전체적인� 투입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음을� 증명

했다.

넷째,� 시정� 및� 공공기관에서� 유관� 행정업무에� 무인항공기(UAV)와� GIS를�

적극� 활용할� 경우�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지원을� 빠르게� 하고� 저비용� 고

효율의� 업무효율성을� 담보함으로써� 업무처리과정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책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에� 적극적으

로� 도입한다면�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거취약지역의� 거주여건�

개선이나�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이와� 함께� 현재�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촬

하는� 항공사진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운 한다면� 민생관련� 수시� 모니터

링체계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탑재체를� 다변화하고� 최근� 급부상하

고� 있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의� 딥러닝(Deep� Learning)

이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시킨다면� 정태적으로� 마이

크로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초고해상도 상지도� 제작뿐만� 아니라� 동태적으

로� 동일한� 장소의� 시간대별� 이용행태나� 점유유형,� 공간적� 특징의� 변화� 등� 관

심지점정보의� 변화에� 대한� 자동모니터링,� 취약요소� 탐지,� 급경사지�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

들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

주요어� :� 무인항공기(UAV),� 드론,� 무인항공사진측량,� GIS,� 지리정보,

� � � � � � � � � 공간정보,� 주거취약지역,� 쪽방촌

학� � 번� : 2014-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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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과 목적

1.�연구배경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무인항공기에� 대한� 경제적,� 기술

적�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연

구가� 활발하고� 풍부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공부문에� 의

존도가� 높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이

를� 활용한� 접근시도나�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공간정보측면에서� 비교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사회의�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쪽방촌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김세준� 외,� 2016).

기존의� 공간정보� 패러다임을� 살펴보더라도,� 현재까지� 구축되고� 있는� 공

간정보나� 발간되는� 지도들은� 대부분� 공급자� 위주로� 제작되어� 실제� 사용자

의� 요구를� 충분히� 반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쪽방촌과� 같은� 주거

취약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간정밀정보의� 경우도�

상황은� 대동소이(⼤同⼩異)하여� 주로� 한정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공

공목적에서는� 주로�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이나�

전반적인� 계획의� 수립에� 활용되고� 있고,� 민간분야에서는� 포털사이트와� 내

비게이션� 업체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새로

운� 분야인� 복지,� 문화,� 방재� 등의� 분야에서� 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

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중심의� IT산업의� 발달로� 향

후� 지식중심의� 공간정보산업으로의� 진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융합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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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는� 웹� 3.0시대의� 도래,� 지능형� 인프라� 기술과� 예측기술의� 활용,� 클

라우드� 기술을� 통한� 정밀공간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의� 창출이� 필요하며

(국토지리정보원,� 2013),� 여기에는� 쪽방촌과� 같은� 주거취약지역의� 거주자

들과�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들� 역시� 공간정보의�

혜택을� 향유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에� 포함됨이�

마땅할� 것이다.

취약지역의�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 대상으로서의� 취약지역에�

대해�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근래에는� 우리사회의� ‘안전’에� 대한� 이슈가� 화두가� 되며� 생활안전의� 관점

에서� 취약지역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 및� 그� 해결을� 위한� 연구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접근이� 주로� ‘범죄,� 교통,�

기타� 안전’� 관점으로의� 취약지역으로� 논의되고�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들

이� 거주하는� 주거취약지역으로서의� 쪽방촌에� 관한� 생활안전� 측면의� 논의

는�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우리와� 같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사회적� 약

자� 및� 소외계층� 등의�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취약지역으로서의� 쪽방촌� 거주

환경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소규모

지역에� 고밀도로� 집적된� 쪽방촌의� 특성상� 취약지역의� 거주환경을� 이해하

는데� 무인항공기의� 활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쪽방촌과� 같은� 주거취약지역의�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모델이나� 방법론�

연구는� 지금까지� 전무한� 상황에서� 주거취약지역인� 쪽방촌을� 대상으로� 적

정기술로써의� 무인항공기(UAV)와� GIS의� 활용은� 단순한� 적용연구� 이상으

로� 해당� 지역의� 취약여건� 개선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쪽방촌의� 경

우� 지금까지도�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기� 힘들고� 주거취약지역으로서의� 쪽방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

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부재로� 지역재생을� 위한�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

화에� 꼭� 필요한� 실감적이거나� 가시적인� 지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

하여� 필요시마다� 현장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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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기인한� 사회적� 간접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

입되는� 세금�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

지� 못하고� 소외된� 역에� 대한� ‘공간’적인� 관점에서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공간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최소

한으로� 필요한� 주제도조차� 없이� 부정확한� 관리대장만으로� 소홀하 던� 취

약지역으로서의� 쪽방촌의� 거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취약요인의� 공간적� 분포�

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관심정보수집� 및� 사

용자� 맞춤형� 공간정보제작을� 직접�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대비하여� 몇� 가지� 차별성을� 두

고자� 한다.� 먼저� 쪽방촌을� 대상으로� 적정기술로서의� 무인항공기(UAV)와�

GIS를� 적용하는� 것이� 취약지역의� 거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데� 있어� 어떠

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사회

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쪽방촌을� 대상으로� 적정기술로써� 무인항

공기(UAV)와� GIS의� 활용에� 주목함으로써� 향후� 주거취약지역인� 쪽방촌을�

대상으로� 하거나,� 기존에� 기술적� 한계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마이크로한� 스

케일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학� 분야� 후속연구들의�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하고� 공간적인� 관점에서� 열악한� 거주지인� 쪽방촌이라는� 취약지역을�

좀� 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간정보� 자료수집’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탐사나� 항공사진측량� 등� 기존의� 전통적인� 공간정

보획득방식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해서만� 획득� 가능

한� 강점과�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정태적으로� 마이크로한� 공간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동태적으로� 동일한� 장소의� 시간대별� 이용행태나�

점유유형,� 공간적� 특징의�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이� 분야의� 비전문가나� 비전공자도� 무인항공

기를� 이용하여� 기존에는� 불가능했지만� 연구자가� 원하는� 시점에� 간단하면

서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초고해상도의� 상지도나� 3차원� 모델과� 같은� 연

구대상지역의� 실감적이고� 가시적인� 형태의� 초정밀공간정보를� 빠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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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간편하고� 손쉽게� 시각화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이론들을� 분석하고� 정

리하여� 프로세스� 모델로� 재정립하고� 구축방법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공

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지리학� 분야의� 후속� 연구들과� 관련� 연구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성과로�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수혜를� 받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대상지역으로�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쪽

방촌� 중� 하나인� 서울시�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

다.� 선정된� 대상지역에서� 직접�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한� 초정밀 상지도�

제작을� 수행하고� 이에� 기반� 한� 사용자� 맞춤형� 주제도� 및� 공간정보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단계부터� 유관단체에� 결과물을� 배포하는� 마지막� 단계

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산출되는�

성과�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고� 연구로서� 사회적� 공헌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2.�연구목적

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취약지역으로서� 쪽방촌의� 물

리적인� 거주여건� 및� 사회적� 생활환경과� 환경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들에서� 생활안전지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으로만� 강조하

고� 있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사용자� 맞춤형� 관심지점정보를� 선정하여�

주거취약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도화하는� 프로세스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취약요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선정�

및� 관심정보수집의� 일환으로� 취약지역� 관계자� 및� 사회단체,� 관련기관� 담당

자� 면담을� 진행하고�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제작을� 위한� 사전실내조사� 단

계부터� 현장조사단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타당성을� 검증한

다.� 이� 과정에서� 지역재생을� 위한�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에� 꼭� 필요로�

하는� 정보들도� 함께� 공간정보로� 구축한다.� 이후� 쪽방촌의� 거주여건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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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취약요인의� 공간적� 분포파악� 및� 입지분석을� 통하여� 취약지역으로

서의� 쪽방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공간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하여�

취약지역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안전향상을� 도모하고� 취약요소� 개선

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둘째,�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거주밀집지역인�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

로� 적정기술로써� 무인항공기와� GIS기술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

범적으로� 쪽방촌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서울특별

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대상으로� 소규모� 마이크로한� 스케일의� 밀집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주거취약지역의� 관심정보� 도식을� 위해� 요구되는� 높

은� 정밀도와� 정확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한� 무인항공사진측

량으로� 초고해상도의� 정사 상지도를� 제작하고� 정확도를� 검증하는� 단계로

부터�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맞춤형� 생활안전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배포하

는� 과정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모델링하고� 재정립함으로써� 주거취약지

역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각화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해� 향후� 쪽방촌을� 대상으로� 하거나� 무인항공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지리학� 분야의� 후속연구�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공간적�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정� 및� 유관단체에� 기대되는� 효과와� 정책적‧행정적� 시사점을� 함

께� 살펴보면서� 연구로서� 사회적� 공헌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지리적�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 자료수

집’을� 위한�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탐사나� 항공사진측량� 등� 기존의� 전통적인�

공간정보획득방식으로는� 불가능했지만�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해서만� 획득�

가능한� 강점과�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상공간

정보구축방법과� UAV를� 활용한� 상공간정보구축방법을� 상호간� 직접� 비교

하여� 공간정보구축� 및� 활용과정에서� 시간적·경제적� 효율성을� 얼마만큼� 담

보할� 수� 있는지� 밝힌다.� 기존의� 전통적인� 구축방법과� 비교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무인항공기를� 통해� 취득

한� 상을� 처리하여� 정사 상과� 수치지도를� 제작하는� 무인항공사진측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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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적용되는� 이론들은� 전통적인� 항공사진측량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론들과� 차이가� 있다.� 때문에� 향후�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리학� 분

야의� 연구에서� 무인항공사진측량기법을� 활용하는� 후속연구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이론들을� 분석하고� 기술들을� 연구목적달성에� 알맞게� 최적화

시켜� 재정립한� 프로세스� 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SIFT� 상정합,� SfM�

3D�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MVS� 고밀도�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상집성�

및� 정사 상제작,� 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과� 정확도� 평가� 등과� 같은� 무인항

공� 사진측량의� 전� 과정에� 걸친� 기본이론들을� 분석하고� 기술들을� 목적달성

에� 맞게� 재정립한다.

넷째,� 이러한� 과정에서� 주거취약지역에� 무인항공기(UAV)와� 지리정보시

스템(GIS)의� 활용에� 주목함으로써� 단순한� 적정기술� 적용연구� 이상으로� 쪽

방촌의� 거주취약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적정기술� 적

용이� 취약지역의� 거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데�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

할을� 할� 수� 있는지� 방법론으로써의� 의의를� 밝힌다.� 이와� 함께� 특별히� 공간

적인� 관점에서� 열악한� 거주지인� 쪽방촌이라는� 주거취약지역을� 좀� 더� 총체

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

본다.� 더불어� 이와� 함께� 연구의� 대상이� 정태적이면서� 마이크로한� 소규모�

공간이거나� 연구의� 내용이� 동태적으로� 동일한� 장소의� 시간대별� 이용행태,�

점유유형,� 공간적� 특징의� 변화를� 파악해야하는� 경우� 비전문가나� 비전공자

도�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원하는� 시점에� 간단하고� 간편하면서도� 효율적

인� 방법으로� 초고해상도의�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빠른� 시간� 안에� 손쉽게�

실감적이고� 가시적인� 형태로� 시각화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써의�

효용성도�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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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기술적� 범위는� UAV를� 이용한� 무인항공사진측량� 전� 과정과�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대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6

년이다.� 연구� 방법은� 전술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무인항공기

(UAV)를� 활용한� 무인항공사진측량� –�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데이터베이

스� 구축� 및� 지도화의� 2단계를� 거친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무인항공사진

측량� 과정에서는� 연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현장에서� 회전익� 무인항공기

를� 이용한� 무인항공사진촬 을� 실시하고� Network-RTK방식의� GNSS측량

을� 통한� 지상기준점� 선정� 및� 검사점� 측량을� 수행한다.� 이후� Photoscan� 프

로그램을� 통해� 자동 상정합� 및�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GCP입력� 및�

조정을� 통한� 상집성과정을� 거쳐� 3차원� DSM과� 초고해상도의� 정사 상

을� 제작한다.� 다음으로� 주변 상과� 인접작업을� 수행하고� 정확도를� 평가하

여� 최종산출물을� 도출한다.�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도화� 단계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생활안전지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으로만� 강조하고� 있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사용자� 맞춤형� 서비

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거취약지역의� 관심지점정보를� 선정하고�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여� 지도화하는� 프로세스를� 재정립한다.� 이를� 위해� 취약요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심지점정보� 항목들을� 선정하

고� 실� 사용자� 맞춤형� 관심지점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한� 취

약지역� 관계자� 및� 사회단체,� 관련기관�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주거취약지역의�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데이터베

이스� 구축을� 위한� 사전실내조사� 단계부터� 현장조사단계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재생을� 위한�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

에� 꼭� 필요로� 하는� 관심지점� 공간정보들도� 함께� 구축하여� 쪽방촌의� 거주

여건을� 악화시키는� 취약요인의� 공간적인� 분포를� 파악하고� 입지분석을� 수

행함으로써� 주거취약지역으로써의� 쪽방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공간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궁극



- 8 -

적으로는� 이를� 통한� 취약지역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안전향상을� 도

모함과� 동시에� 취약요소� 개선을� 통한� 거주환경� 개선에� 일조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구축된� 공간정보� DB의� 시각화를� 위한� 사용

자� 맞춤형� 지도화를� 수행한다.

[그림� 1-1]� 프로세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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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의� 구성은� 2장에서� 취약지역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 취약

지역에� 관한� 논의를� 고찰함과� 동시에� 무인항공사진측량과� 관련된� 선행연

구를� 통하여� 무인항공기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무인항공기의� 발

전방향과� 현재�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활용분야를� 이해하며� 적용

된� 분야의�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 적용

의� 연구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주거취약지

역인� 쪽방촌을� 대상으로� 직접� 회전익� 무인항공기(UAV)를� 이용한� 무인항

공사진촬 을� 수행하여� 초고해상도 상지도를� 제작하는� 단계부터� 사용자�

맞춤형� 생활안전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과정까지� 전체적인� 작업공정� 프로세

스� 모델을� 최초로� 정립해서�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과정들에서� 필요

로� 하는� 무인항공사진측량의� 이론� 분석과� 함께� 산출결과물의� 활용과� 평가

를� 위한� 일련의� 방법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 기존에� 정책적으로만� 강

조했던�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구축을�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면담�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용자관심지점정보를� 선정하고� 이러한� 관심지점정보들

이� 연구지역에서� 어떠한� 의미와� 함의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장

에서는� 사례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대상으로� 방법론

으로� 제안한� 프로세스� 모델을� 직접� 적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인항공사

진측량을� 통한� 공간정보구축방법이� 기존의� 전통적인� 공간정보구축방법과�

비교하여� 얼마만큼의� 업무효율의�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정량적인� 효율성�

개선정도를� 확인한다.� 이를� 통하여�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

는� 업무� 효율성� 향상� 정도를� 검증하여� 향후�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주거

취약지역인� 쪽방촌을� 대상으로� UAV를� 이용하여� 실감적이고� 가시적인� 공

간정보를� 구축하여� 활용하 을� 때� 기대되는� 행정적인� 시사점과� 정책적인�

함의를� 살펴본다.� 더불어� 기존의� 인공위성원격탐사나� 항공사진측량으로는�

불가능했지만� UAV를� 활용한�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해서만� 가능한� 강점들

을� 도출하고� 쪽방촌과� 같은� 마이크로� 스케일의� 소규모� 지역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적용타당성과� 효용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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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4장에서는� 연구수행� 결과를� 요약하고� 정리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를� 살펴보고자� 한다.

2장 이론적�검토

- 무인항공기의� 이론적� 고찰

- 무인항공사진측량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간정보� 취득� 모델링� 재정립

- 주거취약지역,� 사회적� 약자,� 노숙인,� 쪽방촌의� 특성

- 생활안전,� 생활안전공간정보,� 취약요인의� 특성

- 주거취약지역의� 사용자� 맞춤형� 생활안전공간정보

⇩

3장 사례�연구

- 서울특별시� 쪽방촌,�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간정보� 취득� 모델링� 수행

- 주거취약지역의� 사용자� 맞춤형� 생활안전공간정보� DB구축� 수행

- 쪽방촌� 사용자� 맞춤형� 생활환경안전� 지도화� 수행

⇩

4장 요약�및�결론

- 연구의� 성과

- 연구의� 의의

[그림� 1-2]�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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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검토:� 무인항공기와� GIS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DB구축� 방법론

본� 장에서는� 풍부한� 선행연구를� 통해� 방법론인� 무인항공기와� 사례� 분석

의� 대상이� 되는� 쪽방촌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찰하고�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지도화� 과정� 모델을� 방법론으로� 구성하

여� 조망함으로써� 기존에� 활용된� 방법론들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자� 한

다.� 이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소규모� 밀집형태의� 공간을� 대상으로� 무인항

공기를� 이용한�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해� 공간정보를� 취득하는� 모델링과�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지도화하는�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성

을� 확인하고� 이를� 쪽방촌과� 같은�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

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보다� 구체적으

로� 1절에서는� 무인항공기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들을� 살펴본다.� 이� 단계에

서는� 무인항공기가� 갖는� 고유한� 특성들을� 확인하고� 무인항공기의� 특징을�

반 한�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무인항공사진측량� 성과들을� 문

헌연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마이크로한� 스케일의� 소규모� 밀집지역의� 공

간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1절에서�

밝힌�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사진측량의� 특성이� 반 된� 공간정보� 취득� 이

론들을� 분석한� 뒤� 프로세스� 모델로� 재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3절에서� 쪽

방촌과� 같은�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공간정보� 수집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원시적� 불능� 성격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

델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공간정보� 수집� 모델을�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조명함으로써� 그동안� 지역연구에서� 간과하거

나� 놓치는� 등� 배제된� 공간들을� 대상으로� 본� 장� 2절에서� 다루는� 모델과� 3

절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연구의� 당위성을� 확보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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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이론적 고찰 및 문헌연구

1.�무인항공기의�이론적�고찰

1)� 무인항공기의� 개요

무인항공기인� 드론(Drone)은� 비행체의� 일종으로� 비행체는� 유인비행체와�

무인비행체로� 대별되는데,�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무인비행체를� 드론이라� 한다(극지연구소,�

2012;� 이기명� 외,� 2014;� 이종신� 외,� 2015;� 이준구� 외,� 2015;� 김지현� 외,�

2016;� 진정회·이귀봉,� 2016).� � ‘벌이� 윙윙거린다’는� 뜻에서� 유래된� 드론의�

사전적� 의미는� ‘수벌’이고� 국립국어원의� 다듬말은� ‘무인기’이다(이준구� 외,�

2015;� 이진철,� 2015;� 최 철·안효성,� 2015;� 배명진·김성일,� 2016).� 오늘날�

국제적으로� UAV(Unmanned� Aerial� Vehicle)라는� 어� 약자로� 널리� 불리

고� 있으며,� 기체에� 사람이� 타지� 않지만� 지상에는� 원격조종하는� 조종사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Uninhibited� Aerial(Air)� Vehicle의� 약자로� 사

용되기도� 한다(극지연구소,� 2012).

<표� 2-1>� 항공법에� 의한� 무인항공기의� 분류

구� � � � 분 내� � � � 용

항� 공� 기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 회전익(回轉翼)항공기,�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

기(機器)

경� � � � 량

항� 공� 기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

항공기� 등을� 말함

초� 경� 량

비행장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動⼒⾶⾏裝置),� 인력활공기(⼈⼒

滑空機),� 기구류(氣球類)�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함

출처:� 박봉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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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무인항공기를� 정의하는� 기준은� 각국마다� 다르다.� 국내� 항공

법상으로는� 초경량비행장치� 중� 하나로� 분류되어�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장

치이며� 무인� 동력� 비행장치의� 경우� 자체무게�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

는� 무인회전익,� 무인� 비행선의� 경우에는� 자체무게� 1 80kg� 이하이고,� 길이�

20m� 이하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UAV는� 소형,� 경량이며� 사람

이� 탑승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운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조성준� 외,� 2015).� 최근� 들어� 무인항공기의� 활용분야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이준구� 외,� 2015)� 2021년에는� 민간부문의� 시장규모가� 50

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각국의� 개발경쟁� 역시� 매우� 치열하

다.� 무인항공기의� 개발은� 비행시간과� 적재하중(payload)이� 주� 관건이다.�

이� 둘을� 잡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용량이� 커져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륙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 둘을� 모두� 놓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따

라서�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 고효율� 배터리� 활용으로� 그� 해법을� 찾고� 있

다.� 또한,� 탑재체로서� RGB,� NIR카메라,� 캠코더,� 컨트롤� 센서,� 보조� 장치�

등이�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이준구� 외,� 2015).� 근

래에는� 무인항공기에� 카메라와� GPS/INS� 시스템을� 탑재하여� 신속하게� 데

이터를� 획득하고�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연구들에� 적용되고� 있으며� 재난/재

해� 피해조사� 및� 감시/정찰�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

다(이지훈� 외,� 2012).� 소형� 무인항공기에� 카메라를� 장착해� 촬 한� HD급�

상은� 뉴스나� 방송에서� 자주� 접할� 수� 있으며,� 특히� 예능� 방송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홍수나�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

거나� 국경감시를� 위한� 항공� 촬 ,� 해양과� 산악지역의� 인명� 구조나� 넓은� 지

역의� 빠른� 수색,� 동식물의� 개체� 수� 모니터링,� 대규모� 농약� 살포와� 농업� 작

황� 모니터링,� 통신� 중계� 등도� 무인항공기의� 다양한� 활용분야이다(Wich�

and� Koh,� 2012;� Costa� et� al,� 2012;� 조성준� 외,� 2015).� 특히,� 수치표면모

델(DSM,� Digital� Surface� Model)은� 건설� 분야에서� 기존의� 측량기기를� 이

용한� 평판,� 수준,� 하천� 측량� 등�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모델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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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항공기의� 역사

무인항공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에서� 군(軍)을� 중심으로� 오랜� 시

간동안� 그� 능력과� 잠재력을� 키워왔다.� 1840년� 유럽에서� 더운� 공기를� 이용

한� 무인기구(balloons)를� 띄운� 것이� 무인항공기의� 시초이며� 이후� 미국� 남

북전쟁에도� 무인� 기구를� 활용하여� 폭탄을� 투하하 으나� 실패하기도� 하

다(Haydon,� 2000;� 극지연구소,� 2012;� 최 철·안효성,� 2015).� 군에서� 무인

항공기가�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무인항공기에� 적합한� 사진장

치들이� 개발되면서� 부터이다.� 1898년�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에� 자동으로�

촬 되는� 카메라를� 미군에서� 사용하 다(Hannavy,� 2007;� 극지연구소,�

2012).� 이후� 주로� 군사용� 목적으로� 주로� 개발되어� 왔으며� 1차� 세계대전� 중

인� 1918년에� 미국이� “Kettering� Bug”라는� 무인항공기를� 개발하 는데� 주

로� 폭탄을� 장착하고� 목표물에� 떨어지는� 공중어뢰로� 개발되었으나� 활용되

지는� 못하 다.� 1930년대에는� 국에서� “Queen� Bee”라는� 무인� 표적기를�

개발하여� 400기� 이상을� 양산하 으며� 이� 무인기는� 오늘날� “Drone”이라

는� 용어로� 널리� 불리고� 있는� 무인표적기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극지연구

소,� 2012).�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무인항공사진측량의� 시초인� 항공사진측량

은� 1903년� 라이트(Wright)� 형제가� 항공기를� 발명한� 후부터� 급속한� 발전

을� 보았고,� 1차� 세계대전은� 물론�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것

은� 항측분야가� 일본보다� 더� 발전하 기� 때문이라는� 전후의� 평도� 있었다(김

갑덕,� 1993).� 최근에는� 전자통신,� 감지기(sensor)� 기술,� 항법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매우� 빠른� 속도로� 적용� 분야� 및� 시장의� 크기를� 넓혀� 가고� 있다.� 근

래에� 소형� 무인항공기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지면서� 민간/상업

시장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globalsources,� 2015;� 조성준� 외,� 2015),�

이�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로는� 미국의� 3D로보틱

스,� 프랑스의� 패럿,� 중국의� DJI� 등이� 있는데� DJI의� 경우� 실리콘밸리에서�

기업� 가치를� 100억� 달러�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다(정지훈,� 2015;� 조성준�

외,� 2015).� 근래에� 들어서는� 공중� 드론(aerial� drone)� 뿐만� 아니라� 해양�

분야에서� 수상� 드론(surface� drone)� 및� 수중� 드론(underwater� drone)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만동우�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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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인항공기의� 종류

비행체는� 비행형태에� 따라� 고정된� 날개로� 비행하는� 고정익(Fixed-wing�

aircraft),� 회전하는� 날개로� 비행하는� 회전익(Rotary� wing� aircraft)으로�

구분된다.� 회전익의� 대표적인� 형식이� 헬리콥터이다.� 드론� 역시� 고정익과�

회전익이� 있다.� 사용목적에� 따라� 고정익이나� 회전익,� 혹은� 두� 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이준구� 외,� 2015;� 이성재·최요순,� 2016;� 진정회·이

귀봉,� 2016).� 탑재체의� 경우�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사진측량을� 위한�

카메라부터� 초분광센서,� LiDAR등� 목적에� 따른� 다양한� 탑재체� 장착이� 가

능하다.� 고정익과� 회전익�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적으

로� 어떤� 것이�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연구� 및� 활용� 시� 적합성을� 따져�

임무수행에� 합목적적인� 형태를� 취사선택하거나� 이·착륙공간의� 여건,� 촬

면적� 및� 작업시간,� 지형조건� 등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1)� 고정익� 무인항공기

고정익� 무인항공기는� 비행고도에� 따라� 13.7km� 이상의� 고도에서� 촬 이�

가능한� 고고도� 무인항공기,� 13.7~6km의� 고도범위에서� 촬 이� 가능한� 중고

도� 무인항공기,� 9km� 이하의� 범위에서� 촬 이� 가능한� 저고도� 무인항공기

로� 구분하며,� 대부분이�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다(이

준구� 외,� 2015).� 측량용�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절대다수는� 취미용� 모형비행

기와� 크기� 및� 모양과� 형태가� 비슷하고� 항행� 시� 기류의� 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인비행체의� 자세변화1)가� 크다.� 더욱이� 일반� 모형비행기에� 비해�

날개면적이� 넓고� 동체의� 무게중심점과� 조종익면(control� surface)간의� 거

리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조종익면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편차로� 인한� 동

체의� 자세변화는� 매우�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양쪽�

날개� 끝에� 있는� 보조날개(elevon)가� 조종익면(방향타)� 역할을� 담당하는데�

한� 쪽의� 보조날개가� 움직이면� 동체의� X축� 주위로� 모멘트가� 발생되어� 롤�

1) 자세변화� 각도는� 총� 3가지로� 좌우� 수평이동인� roll� 각,� 전후방� 이동인� pitch� 각,�

좌우� 회전인� yaw� 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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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변화하며,� 양쪽의� 보조날개가� 동시에� 움직이면� Y축� 주위로� 모멘트가�

발생되어� 피치� 각이� 변하게� 된다.� 때문에� 기류의� 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동체� 프레임의� 설계와� 더불어� 항행� 중� 동체의� 안정된� 자세유지를� 위

한� 컨트롤러� 설계기술이� 매우� 중요하다(Bagheri,� 2014).

[그림� 2-1]� 무인비행체의� roll,� pitch,� yaw

출처:� Leica,� 2009

[그림� 2-2]� 쿼드콥터� 좌표축� 정의와� 힘과� 모멘트� 방향

출처:� 진정회·이귀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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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익은� 회전익보다� 비교적� 넓은� 이착륙� 공간이� 필요하지만� 자동비행

과� 넓은� 지역� 촬 이� 용이하고� 추락� 시� 회전익� 대비� 비교적� 가벼운� 비행

체의� 손상이� 수반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활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

전익보다� 더� 긴� 비행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적재하중(payload)2)가�

적어� 탑재체의� 제약이� 있고,� 항공기� 등이� 일정한� 고도를� 유지한� 채� 움직이

지� 않는� 공중정지� 상태인� 호버링(hovering)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준구� 외,� 2015).

(2)� 회전익� 무인항공기

회전익� 무인항공기는� 크게� 엔진식과� 전동식으로� 구분된다.� 엔진식은� 적

재하중(payload)을� 키울� 수� 있어� 대부분� 군사용이나� 농업용� 목적으로� 사

용된다.� 전동식은� 최근� 상용화� 추세로� 개발되는� 형식으로� 통상적으로� 프로

펠러의� 수에� 따라� 구분한다(이준구,� 2015).� 전동식� 회전익� 무인항공기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 헬리콥터와� 동일하게� 한� 개

의� 로터를� 사용하는� single� main� roter와� 여러� 개의� 로터를� 사용하는�

mult i� roter로� 구분된다.� single� main� roter� 무인항공기는� 로터가� 한� 개밖

에� 없기� 때문에� 로터로� 동력을� 전달하는� 샤프트� 장치가� 고장� 나면� 그� 즉

시� 추락하게� 된다.� 또한� 여러� 개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없고� 숙련된� 조종

기술이� 없으면�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multi� roter� 무

인항공기는� 한� 두� 개의� 로터가� 고장� 나도� 비행�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배

터리를� 여러� 개� 장착할� 수� 있으며� single� main� roter� 무인항고기에� 비해�

비교적� 조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같은� 이유로� 최근에는� 각

종� 학술연구� 및� 공중사진·동 상� 촬 � 등에� multi� roter� 무인항공기� 사용

이� 보편화� 되었다.� multi� roter는� roter의� 개수에� 따라� 4엽(quadroter,�

quadcopter),� 6엽(hexacopter),� 8엽(octocopter)등으로� 구분된다

(Leishman� et� al,� 2012;� 이준구� 외,� 2015).� 회전익은� 좁은� 공간에서� 이착

2) payload(페이로드):� 드론이� 공중에� 떠있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인� 양력과� 기체의�

기울기로� 진행을� 위한� 추진력인� 추력에� 의해�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힘으로� 여기

서� 기체의� 무게는� 제외한다(진정회·이귀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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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이� 가능하며� 감시나� 관찰을� 위한� 호버링(hover ing),� 좁은� 지역을� 정밀하

게� 촬 하는� 근접촬 ,� 고정익보다� 큰� 적재하중(payload)의� 장점이� 있다.�

반면에� 회전익은� 고정익보다� 복잡한� 부품의� 조립으로� 조작이� 어렵고,� 짧은�

배터리� 수명,� 넓은� 지역의� 촬 에� 부적합하며,� 추락� 시� 고정익보다� 큰� 손

상의� 부담,� 인명사고� 등의� 단점이� 있다(이준구� 외,� 2015).

2.�무인항공사진측량에�관한�국내�선행연구동향

국내에서� 무인항공기에� 탑재되는� 카메라를� 이용한� 연구(강준묵� 외,�

1989)에서는� 기준점� 성과와� space� resection� 과정� 없이� 단(單)사진으로�

보정계수� 결정이� 가능한� plumb� line� method를� 이용하여,� 거리에� 따른�

측정용·비측정용� 카메라의� 렌즈왜곡� 보정계수를� 구하고� 이를� 실제� 피사체

의� 3차원� 위치해석에� 적용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

키고자� 하 으나,� 연구� 결과� 측정용� 카메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다.� 반면� 비측정용� 카메라의� 경우� 촬 거리에� 따른�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오차가� 약� 30~76%� 감소함을� 밝혔다.

국내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사진촬 연구는� 1990년대� 초반에� 시작되

었다.� 최초의� 연구로� 간주되는� 연구(강준묵� 외,� 1993)에서는� 무인비행선에�

무인� 비행선에� 35mm� 비측정용� 일반� 카메라를� 탑재하고� 촬 한� 상을�

처리하여� X방향� 26.7cm,� Y방향� 11.2cm,� Z방향� 12.6cm의� 정확도를� 갖는�

지형도를� 제작하 다.� 대축척� 정밀� 지형정보를� 소규모� 지역으로부터� 경제

적으로� 얻기� 위하여� 외부� 표정요소를� 정확히� 산출하고,� GPS� 측량을� 통해�

지상기준점의� 상대적� 위치를� 결정하여� 정확도를� 높 다.� 이� 연구에� 따르

면,� 35mm� 비측정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축척� 지형정보� 획득이� 가능하고�

소규모� 지역에� 대해서도� 대축척� 정밀� 지형도를� 경제적으로� 획득할� 수� 있

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GPS를� 이용하여� 지상기준점의� 상대적� 위치를�

결정하므로� 신속,� 정확하면서도� 경제성� 있게� 기준점� 위치를� 결정할� 수� 있

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GPS에� 의해� 결정된� 지상기준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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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들조정�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3차원� 좌표� 해석과� 촬 점의� 외부� 표

정요소를� 정밀하게� 얻어낼� 수� 있음을� 밝혔다.

이후�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한� 모형비행기에� 일반� 카메라를� 탑재하여� 촬

한� 상으로� 대축척� 지형정보를� 생산하여�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저고도�

사진측량의� 활성화�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강준묵� 외,� 1994)에서는� 도로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요구되는� 3차원� 대축척� 지형정보를� 효율적으로� 얻

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35mm� 카메라를� 탑재한� 원격조종� 공중사진�

촬 시스템을� 개발하여� 자료획득에� 응용한� 결과,� 이� 시스템은� 대상� 지역의�

지형정보를� 얻는� 데에� 보다� 효율적이었다.� 특히� 400m이내의� 비행고도에

서� 촬 되어� 기대� 정확도에� 상응하는� 대축척� 지형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나아가� 종횡단면도와� 토공량� 등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음을� 밝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진에서� 동 상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는데,� 경비

행기를� 이용해� 촬 한� 동 상을� 바탕으로� 선형지형지물의� 환경감시를� 위

한� GIS� 시스템을� 구축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엄정섭� 외,� 2001).� 무인비행선

에� 비디오카메라를� 탑재하여� 획득한� 동 상을� 바탕으로� 도시시설물� 관리

를� 위한� VideoGIS� application을� 개발한� 연구(유환희� 외,� 2003)에서는� 소

규모� 지역의� 래스터자료(Raster� Data)를� 효과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비

행선� 촬 �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디오� 동 상을� 얻고� 이� 동 상으로부터�

정지 상을� 생성했다.� 생성된� 정지 상으로는� 상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상� 지도� 제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낮은� 고도에서� 촬 된� 비디오� 동

상이� 대축척� 상지도를� 제작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오늘

날� 통용되고� 있는� 개념의� 무인항공사진측량은� 무인헬리콥터사진측량과� 지

상사진측량기법을� 결합시켜� 문화재�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연구(장호

식,� 2004)를� 기점으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에서는� 무선조종�

헬리콥터를� 이용한� 수치사진측량� 시스템을� 통해� 얻은� 상을� 수치사진측

량� 프로그램으로� 얻어진� 정량적인� 자료와� 여러� 가지� 속성자료를� 이용하여�

Java와� HTML,� Cosmo� Player를� 통해� Windows� 환경의� 개인용� PC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했다.� 도시지역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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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한� 연구(김성삼� 외,� 2005)에서는� 저고도� 촬 � 시스템으로� 취득한�

도시지역의� 고해상도� 상자료를� 기하모델링하고,� 기하보정� 된� 상을� 모

자이크하여� 고해상도의� 상지도를� 제작하는� 기법을� 제안함으로써� 도시지

역과� 같이� 기복의� 변화가� 심한� 지역의� 지형� 정보를�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수치지도제작� 분야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이

용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고정익� 무인기를� 도입하여� 대상지역을� 신속하

고� 경제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저고도� 촬 � 시스템을� 개발한� 연구(유환희�

외,� 2006)에서는�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해� 얻은� 상을� 전처리하고� 기하

보정과� 상모자이크를� 수행하여� 대축척� 상지도를� 제작하는� 방안을� 제

시하 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에� GPS� 자동항법� 시스템과�

600만� 화소� 니콘�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하여� 100m� 고도에서� 상을� 취득�

후� 기존� 수치지도에서� 추출한� 지상기준점� 좌표를� 기준으로� affine변환을�

통한� 기하� 모델링� 결과를� 이용하여� 상지도를� 제작하 다.� 그� 결과� 축척�

1:5,000� 수치지도에� 중첩하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일치됨을� 확인하 다.

무인헬기에� MEMS� 형태의� 저가� 통합형� GPS/IMU와� 일반� 디지털� 카메

라를� 탑재하여� 취득한� 상과� GPS/IMU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한� 연구(최

경아� 외,� 2009)에서는� 시뮬레이션� 된� 센서� 데이터에� 지상기준점을� 적용하

지� 않는� AT(Aerial� Tr iangulation)� 방식을� 적용하여� 상�

georeferencing을� 수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의� 추정된� 외부

표정변수와� 지상기준점� 좌표의� 정확도를� 평가한� 결과� AT� 없이� direct�

georeferencing을� 수행한� 결과와� 비교하 을� 때� RMSE를� 90%� 이상� 크

게� 개선시켰지만,� 반대급부로� 전체� 상의� 수량이� 많아질수록� 연산량이� 기

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지형을� 대상으로� 무인항공사진측량을� 적용한� 연구(이동천� 외,�

2009)에서는� 산악지,� 구릉지,� 평지로� 지형을� 분석하여� 서로� 상이한� 보간법

과� 해상도로� 다중해상도� DEM을� 생성하 고,� 지형의� 특성을� 대표하는�

model� keypoint� 데이터를� 생성하여� 포함시킨�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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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차원� 공간�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융합을� 위해� 도화원도와� 통합하여�

포괄적이고� 적응적이면서� 융통적인� 지형공간데이터� 모델링� 방안을� 제안하

다.

2,000만� 화소의�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한� 무인헬기로� 500m� 고도

에서� 상을� 취득� 한� 후� Total� Station을� 이용한� 지상기준점측량� 등� 항공

사진측량기법을� 적용하여� 수치지도를� 제작한� 연구(정성혁� 외,� 2009;� 정성

혁� 외,� 2010)에서는� 제작된� 수치지도와� 40개의� 검사점� 성과를� 비교한� 결

과,� X방향� 19.2cm,� Y방향� 24cm� 오차범위의� 성과와� 함께� 1:5,000� 축척의�

수치지도� 제작이� 가능함을� 밝혔다.� 정성혁� 등(2009)에서는� 소규모� 지역에

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당해지역� 3차원� 공간정보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갱신을� 위해� 근접� 항공사진측량을� 이용한� 3차원� 공간정보� 수시갱신� 체계

를� 확립했다.� 이� 연구에서는� 저가의� 무인항공기와� 일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인항공� 사진측량기법을� 수행하 으며,� 카메라� 검정을� 통해� 내

부� 표정요소를� 취득하 다.� 또한� 9개� 지점에서� 수직� 및� 경사� 사진을� 촬

하 다.� 상들� 중� 20매의� 상을� 활용하여,� 기준점� 및� 건물에� 3차원� 도화

를� 실시하고� 지상측량자료와� 수치지도를� 비교하 다.� 이로써� 제안된� 기법

의� 정확도와� 소규모� 지역에서� 발생하는� 3차원� 공간정보의� 수시갱신에� 활

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 다.� 정성혁� 등(2010)에서는� 무인항공기로�

촬 한� 상을� 이용하여,� 변화가� 자주� 발생하는� 도시지역의� 3차원� 정보를�

신속히� 취득하는� 기법을� 제시하고� 처리공정을� 개발했다.� 연구에는� 저가의�

무인항공기와� 비측량용� 카메라가� 이용되었으며,� 카메라� 검정으로� 내부표정

요소를� 취득하 다.� 대상지역의� 상자료와� 기준점측량성과로부터� 인공지

물의� 3차원� 모형과� 함께� 토목공사로� 인해� 변화가� 생긴� 지형을� 수치지형모

형으로� 제작하 다.� 더불어� 1:1,000� 축척의� 수치지도� 및� 지상� 기준점� 측량

성과와� 비교하여� 기법의� 효용성을� 분석하 다.

무인항공기의� GPS/INS/AT� 통합알고리즘을� 개발하여� AT(Aerial�

Triangulation)� 수행을� 통해� 결정된� 위치와� 자세,� 속도를� 보정한� 연구(한

중희� 외,� 2010)에서는� 상을� 촬 하는� 순간마다� AT를� 수행하고� 그� 결과

를� 다시� GPS/INS필터에� 적용함으로서� 업데이트가� 진행될수록� 처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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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적용되는� 초기� 값의� 위치� 및� 자세� 정확도가� 향상되며� AT를� 수행

하는� 알고리즘을� 선보 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무인항공기를� 기반으로� 한�

항공시스템을� 기준으로� GPS/INS� Image�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했다.�

이후� 생성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하여� GPS/INS� 통합� 알고리즘을�

통한� AT� 수행결과와� AT를� 통해� 조정된� 위치� 및� 자세를� 이용하여�

GPS/INS� 위치� 및� 자세를� 보정하는� GPS/INS/AT� 통합�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된� AT의� 결과를� 산출하고� 서로� 비교했다.� 그� 결과� GPS/INS/AT� 통

합� 알고리즘으로� AT를� 수행한� 결과가� GPS/INS를� 이용하여� AT를� 수행한�

결과보다� 정확성이� 높지만� 무인항공기� 동체가� 회전하면� 위치� 오차가�

GPS/INS� 위치� 오차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 다.

종래� 기술보다� 신속하면서도� 경제적이고,� 다양한� 재해에� 활용� 가능한� 무

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대응�

및� 복구할� 수� 있는� 활용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재해와� 관련된�

기존� 연구� 사례와� 국내� 재해� 관련� 규정을� 분석한� 연구(김민규� 외,� 2010)

에서는� 재해모니터링을� 위한� UAV의� 적용성을� 분석한� 결과� 하천재해의� 경

우에는� 범람과� 구조물� 유실� 및� 붕괴� 항목에서,� 내수재해의� 경우에는� 내부�

침수를� 제외한� 저지대� 침수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면� 및� 토사재

해의� 경우에는� 사면의� 유실� 및� 붕괴,� 낙석과� 하천� 및� 저수지� 통수능� 저하,�

농경지� 침수� 및� 퇴적은� 피해조사의� 수행이� 가능하지만� 토사의� 양식장� 유

입은� 하저� 및� 해저공간의� 토사유출�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해안� 및� 바람재해의� 경우에는� 침수� 및� 침식,� 시설물� 및� 구조물� 파

손의� 경우에� UAV를� 적용하여� 피해조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무인항공기를� 지구물리분야에서� 활용한� 연구(박계순� 외,� 2010)도� 있었는

데� 3차원으로� 해석된� 자력탐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같은� 지역

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이상� 값이� 감소하는�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

히� 좋은� 연속성이� 나타남을� 밝혔는데� 이러한� 특성은� 해당� 지역에� 있는� 동

일� 자성체의� 향으로� 추측하면서� 효과적으로� 3차원� 분포를� 표현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하 다.� 뿐만� 아니라� 향후� 지형의� 형태와� 함께� 3차원� 자력

이상� 분포를� 도식하게� 되면� 광체의� 위치와�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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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속하게� 대상� 지역의� 고해상도� 공간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저고도�

무인� 항공기를� 기반으로� 한� 근접� 실시간� 공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

고자� 했던� 연구(최경아� 외,� 2011)도� 있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근접� 실시

간� 공중� 모니터링� 시스템은� 항공� 플랫폼과� 디지털�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GPS/IMU와� 같은� 멀티센서,� 센서의� 지원모듈로� 구성되는� 항공부문과� 지

상� 차량,� 항공부분으로부터�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 고속

으로�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처리부로� 구성되는� 지상부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며� 개발� 중의� 시스템을� 소개하고�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와� 향후� 기대되

는� 최종� 성과� 등을� 제시하 다.

재해탐지용� UAV� 운용에� 관한� 국·내외� 관련� 규정을� 조사� 및�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김종배� 외,� 2011)에서는� 항

공법에� 따르면� 재해탐지용� UAV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초경량� 비행장치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재해탐지용� UAV

의� 정의,� 범위,� 탑재장비�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행허가절차로� 인해� 효율적인� 운 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형� 무인기에서�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한�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 알고리즘을� 활용한� 연구(이근환,� 2011)에서는� 알고리즘

을� 활용하여,� 위치추정(Localization)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GCS(Ground�

Control� Station)에서� SIFT� 알고리즘을� CPU� 기반으로� 처리함으로써� 매

핑(Mapping)과� 보다� 정확한� 위치추정을� 수행하는� 상정보� 처리� 시스템

을� 제안했다.

소규모� 지역에서� UAV를� 활용하여� 디지털� 사진이나� 좌표�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후처리� 또는� 가공함으로써�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갱신� 등의� 편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연구(김석구� 외,�

2012)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주로� 저가형� 장비로� 제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UAV로� 취득한� 상정보데이터의� 후처리� 과정을� 통해� 수치지형도� 제작� 가

능성과� 3차원� 모델링� 구축�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지를� 논하 다.� 또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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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정�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하 다.

항공사진과� 지상기준점을� 활용하여� 렌즈�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을� 수

행한� 연구(원재호� 외,� 2012)에서는� 상용� 디지털� 카메라의� 사진측량� 적용성�

증대와� 성과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기존의� 실내실험을� 통한� 렌즈의� 초점

거리와� 왜곡계수를� 구하는� 전통적� 방법� 대신� 촬 사진과� 지상기준점을� 이

용하여� 렌즈�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 다.� 연구에서� 사용

된� 항공사진은� 35mm� 렌즈가� 장착된� CMOS� 2,110만� 화소급� 비측량용� 디

지털�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 된� 상으로� 지상기준점은� 1:1,000� 도화원도

에서� 선정했다.� 그� 결과,� 렌즈에� 대한� 초점거리,� PPA,� 방사왜곡계수에� 대

한� 계산이� 가능함을� 보 다.� 또한� 렌즈� 캘리브레이션� 전·후에� 항공삼각측

량을� 수행함으로써� 지상기준점의� 평균제곱근오차와� 최대� 잔차를� 비교한�

결과,� 캘리브레이션� 후의� 정확도가� 매우� 큰� 폭으로�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저급프로세서인� PIC1 8� 컨트롤러를� 활용하여� 무인항공기의� 비행제어컴퓨

터(FCC)를� 제작한� 연구(한동인� 외,� 2012)에서는� GPS� 및� AHRS를� 활용하

여� 비행제어시스템(FCS)을� 구성하고� FCS에� 사용된� 하드웨어의� 성능을� 검

증하 다.� 더불어� 유도법칙� 알고리즘을� 탑재할� 마이크로컨트롤러를� 구동하

기� 위하여� FCC� 보드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

자연재해� 피해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UAV� 기반� 실시간� 공중

자료획득시스템의� 활용성을� 평가한� 연구(정갑용� 외,� 2012)에서는� 재난지역

을� 대상으로� 무인항공기에� GPS/IMU와� 디지털�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를�

탑재하여� 신속한� 촬 과� direct� georeferencing을� 통해� 정사 상과� DEM

을� 생성했다.� 본� 시스템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확도� 평가에서� 검사

점� 측량� 결과� 정사 상의� 정확도는� 약� 50cm로� 나타나� 무인항공측량성과

가� 긴급을� 요하는� 조사에� 충분히� 활용� 가능함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내�

규정에� 따라� 재난� 유형을� 구분하고� 재해� 유형별로� 본�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의� 피해조사� 활용성을� 평가하 는데� 주택피해,� 농경지� 및� 농림시설� 피

해,� 공공시설� 피해� 등의� 피해조사가� 가능함을� 밝혔다.

긴급한� 상황발생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적용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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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지훈� 외,� 2012)에서는� 재난,� 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

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대상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저고도� UAV기반의�

실시간� 공중자료획득�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이� 시스템의� 탑재변수를� 추

정하기� 위한�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방법론을�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로� 시스템의� 제원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효과적인� 비행경로� 및� 지상기준점의� 필요�

개수를� 얻어낼� 수� 있음을� 밝혔다.� 실험� 결과,� 총� 6개의� 스트립으로� 구성된�

비행경로에서� 얻은� 데이터와� 5곳� 이상의� 지상기준점� 정보를� 이용하면,� 제

안된� 방법론을� 통해� 정확한� 탑재변수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항공사진측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무인항공사진측량을� 이용

한� 공간정보� 자료� 구축의� 통합� 운 을� 위한� 연구(윤부열� 외,� 2014)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간� 정보� 자료� 구축에� 대한� 기술적,� 법적,� 제도적�

규정� 및�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통합운 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이� 연구에

서는� 무인항공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법� 외에도� 측량관련법규� 등에� 무

인항공기에� 탑재되는� 카메라,� GPS/IMU� 등� 센서에� 관한� 내용의� 명시를�

제안하 다.� 또한� 신속한� 공간정보� 구축에� 활용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주의� 무인항공기를� 택해야� 하고,� 신설된� 시행규칙에� 의하여� 신

속한� 공간정보구축� 산업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관련� 산업의� 확대

로� 인한� 안전사고와� 국가안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

여�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 다.� 뿐만� 아니라� 향후� 무인항공기

를� 이용한� 공간정보� 자료� 통합� 구축에� 있어서� 일반적인� 항공사진측량� 분

야에서� 준수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인� “ 상지도제작에� 관한� 작업� 규

정”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무인항공기의� 국토모니터링� 분야�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김덕

인� 외,� 2014)에서는� 지도제작과� 관련된� 법,�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수시갱신용� 지도제작� 및� 재난,� 재해분야에� 적용할� 수�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해� 무인항공기� 상을� 취득한� 후� 자료를� 처리하고� 정확

도를� 평가하 다.� GPS/INS� 자료만을� 이용했을� 경우� 약� 10m,� 지상기준점

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10cm의�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하고� 1:1,000� 축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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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도� 제작이� 가능함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모니터링� 분야에서�

무인항공기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향후� 무인항

공사진측량에� 의한� 수치지도� 및� 다양한� 주제도� 갱신을� 위해� 관련� 작업규

정과� 품셈� 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저수지에� 대한� 방재계획을� 보다�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무인� 항공사진� 측량을� 통해� 제작되는� 정사 상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 그�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박홍기,� 2014)에서는� 아산시� 성내� 저수

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무인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함으로써� 정사 상을�

제작하고� 그� 성과를� 비교하여� 저수지의� 시계열별� 수위� 변화와� 수면의� 면

적� 변화� 상태를� 분석하 다.� 이에� 따르면� 강우에� 따른� 수위� 상승과� 수면�

면적의� 증가를� 효과적으로� 관측할� 수� 있음을� 밝혔다.

고정익�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DSM과� 정사 상을� 생성하고� GNSS� 측

량과� 비교함으로써� 정확도를� 평가한� 연구(박 진� 외,� 2014)에서는� 무인항

공기사진측량에� 의해� 획득한� 정사 상은� 축척� 1:1,000� 수치지도� 갱신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지상� 레이더를� 활용하는� 방법과의�

투입인력� 및� 소요시간의� 비교를� 통해� 고정익� 무인항공기의� 활용성도� 평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상획득� 모니터링� S/W를� 개발하기� 위해� NASA의� Worldwind

를� 커스터마이징한� 연구(한승희,� 2014)도� 있었는데� 개발�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정사 상� 모자이크와� 이에� 대한� 정확도� 분석까지� 실시하 다.� 검사점에�

대한� 정사모자이크� 상의� 수평� 위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X좌표에서는�

평균� 0.181m,� Y좌표에서는� 평균� 0.203m의� 편차를� 확인하 다.

시공� 현장� 관리와� 모니터링,� 의사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연구(조 선,� 2015)에서는� 무인항공기를� 통한� 사진측

량기법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공간정보를� 취득하고� 공사관이� 및� 물량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기반의� 현장관리� 시스템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회전익�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고도� 100m� 상공에서�

700m×400m� 면적규모의� 토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진척에� 따라� 총�

4회의� 촬 을� 실시하 는데� 취득한� 초고해상도정사 상과� DEM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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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평가한� 결과� 평균정확도는� X방향� 2.49cm,� Y방향� 2.65cm,� Z방향�

5.19cm로� 나타나� 향후� 1 :1,000� 축척의� 수치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확인하 다.� 초소형� 무인항공기를� 탑재체로,� 항공삼각측량� 기술을� 국

내외� 광산개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활용성을� 검증한� 연구(조성준� 외,�

2015)에서는� 노천채광� 광산인� 경상남도� 경주시의� 감포� 46호� 스멕타이트

(smectite)� 광산을� 연구대상지로� 하여,� DJI� S1000� 멀티콥터에� Cannon�

Mark� III� 카메라를� 탑재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600m×380m� 역을� 중

첩하여� 448장의� 사진을� 촬 한� 후,� AgiSoft사의� photoscan�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료처리를� 진행하 고� 이를� 통하여� 정사 상과� 정밀� 수치지형모델

을� 제작하 다.� 그� 결과물로� 6개의� 지상� 기준점을� 이용해� 정밀도� 10cm�

이내의� 항공삼각측량� 자료를� 생산하 으며,� 3D� 지질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치지형모델과� 정사 상을� 변환함으로써� 3D� 지질모델링을� 위한�

Topo� surface를� 제작하 다.

고정익�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 대규모� 석회석� 노천광산에� 대한� 지

형측량을� 수행한� 연구(이성재·최요순,� 2015)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총� 288장의� 항공사진을� 촬 하 다.� 이� 중� 특이점을� 추출할� 수� 없었던� 37

장을� 제외하고� 251장의� 항공사진� 자료들을� 보정� 및� 정합하여� 7cm� 해상도

의� 정사 상과� 수치표면모델� 자료를� 생성하 다.� 이후� 4곳의� 지상기준점에�

대하여,� 고정밀� 위성측정시스템을� 통해� 측정한� 위치� 좌표와� 고정익� 무인항

공기� 사진측량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위치� 좌표를� 비교하 는데� RMSE� 결

과값이� 15cm� 내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정익� 무인항공

기는� 회전익� 무인항공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행시간이� 길고� 넓은� 역에�

대해� 신속하게� 지형을� 측량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노천광산� 현장에서� 효

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갯벌지역을� 대상으로� 무인항공사진측량을� 적용한� 연구(임수봉� 외,� 2015;�

이종신� 외,� 2015)에서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접근이� 힘든� 갯벌지역을�

저고도� 근접� 사진촬 � 함으로써,� 고해상도의� 정사형상을� 취득하여� 정확도�

분석했다.� 갯벌의� 경우�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도보접근이� 어렵고� 침수구간

이� 많으므로� GPS나� 토털스테이션에� 의한� 지상측량이� 불가능하다.� 관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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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까지� 도보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지상라이다� 측량� 방법� 역시� 측정� 거리

가� 먼� 지점의� 바닥면에서� 레이저� 광선의� 반사각이� 작아져� 관측이� 어려워

지고� 함수량이� 매우� 높은� 갯벌이나� 수면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흡수됨에�

따라� 라이다측량이� 불가능하다.� 항공사진측량� 역시� 날씨나� 구름과� 같은� 제

약요소들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항공사진측량방법으로� 지형측량을� 실시

하기에는� 면적이� 좁아�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높은� 고도에서� 촬 하기�

때문에� 수면에서는� 광선이� 반사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침수구간에� 대해서

는� 지형측량이� 어렵다.� 이에�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활용하여� 접근불가� 지역

의� 지형측량� 가능성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 따르면� 수심이� 50cm� 이내

인� 침수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의� 지면자료까지� 획득할� 수� 있음을� 밝히며�

결측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하여�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수

심이� 얕은� 침수구간의� 지형측량에� 무인항공사진측량이� 효과적인� 방안임을�

제시하고� UAV를�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저고도� 근접사진을� 촬 함으

로써�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지형측량에� 있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 다.

지리학� 분야에서� 최초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연구(이강산� 외,� 2015)에

서는� 해안지형을� 항공촬 하기� 위하여� 소형� 무인항공기를� 이용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안선� 추출� 및� 변화량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촬 된�

상으로부터�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해안선을� 추출하 으며,� 조위� 차에� 의

한� 해안선�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소형�

무인항공기와� 소형� 디지털� 카메라는� 기존의� 원격탐사� 플랫폼에� 비해� 경제

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토목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사례연구(이성재·최요

순,� 2016)에서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토목건설� 현장을� 사례로,� 고정

익� 무인항공기인� eBee와� 보급형� 회전익� 무인항공기인� Phantom2�

Vision+를� 이용하여� 지형을� 측량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 다.� 이� 연구에�

따르면� eBee와� Phantom2� Vision+에서� 각각� 촬 된� 항공사진� 자료를� 처

리하여� 약� 4㎝/pixel급� 공간해상도의� 정사 상과� 수치표면모델들을� 제작

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7곳의� 지상기준점들에� 대하여� 고정밀� 위성측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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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좌표� 측정결과와� 비교했을� 때,� eBee와� Phantom2� Vision+로� 지형을�

측량한� 결과� 모두� 평균� 제곱근� 오차가� X,� Y,� Z방향에서� 10㎝� 내외로� 나타

남을� 확인했다.

무인항공기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탑재하여� 얻은� 상으로� 카메라� 검정�

유무에� 따른� 정사 상의� 정확도를� 분석한� 연구(신동윤� 외,� 2016)에서는� 스

마트폰� 카메라의� 검정결과� RMSE가� 0.57� pixel로� 나타났다.� 이를� 비측량

용� 카메라를� 이용했던�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우수한� 정확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Field� experiment에서� IO� 파라미터를� 고려할� 경우,� triangulation�

결과는� RMSE가� 0.1� pixel이내로� 나타났다.� 이는� IO� 파라미터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소� 2배� 이상� 향상된� 결과임을� 밝혔다.� 정사 상을� 제

작한� 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검정� 자료를� 고려했을� 때� 고려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해� 정확도가� 89%� 향상됨을� 확인하 다.

최근에� 무인항공기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며� 화두가� 되

고� 있는� IOT와� 사물인터넷,� 3D프린터,� 나노바이오,� 핀테크� 등과� 더불어�

무인자율주행자동차가� 있다.� 무인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중� 공

간정보와� 관련된� LiDAR와� MMS(Map� Matching� System)와� 연계하여� 무

인항공기� 적용을� 시도한� 연구(박찬혁� 외,� 2016)도� 이미� 진행되었다.� 이� 연

구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기업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최첨단�

IT� 기술을� 융합한�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자율주행� 자

동차는� 차량을� 안전하게� 제어하여�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확한� 도

로� 경계� 및� 차선�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저고도에서� 취득된� 고해

상도� 상을� 이용하는� UAV� 사진측량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 취득된� GSD� 7cm급의� 디지털� 상으로부터� 고해상도의� DSM과� 정사

상을� 생성하고,� 생성된� 자료를� 기반으로� 차선이� 포함된� 도로의� 위치� 정

보를� 추출하 다.� 추출� 자료의� 정확도� 검증� 결과,� RMSE는� 약� 15cm� 이내

임을� 확인하 고� 이� 연구� 결과로� 도로 역에� 대한� 정밀지도� 제작과� 갱신

을� 위해� UAV� 사진측량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 다.

무인항공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인항공기의� 신뢰성이�

GA(General� Aviation)급� 이상의� 수준이� 확보되어야� 하고,� 무인항공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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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김종욱� 외,� 2013)이� 있었는데� 문헌연구�

및� 학술적� 고찰을� 통해서� 그동안� 무인항공사진측량의� 정확도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주행차선을� 식별할� 정도로� 빠르게� 혁신적으로� 향상되었으며�

활용� 및� 적용분야도� 각�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다양해지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도�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고도의� 정확

도과�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인� 지적(地籍)분야의� 지적측량을� 점차적으로� 무

인항공사진측량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체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취약지역의�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지

도화를� 위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무인항공사진측량방법으로� 시도되지� 않았

던� 거주밀집취약지역인� 쪽방촌을� 대상으로� 정밀 상지도를� 제작하고� 공간

정보데이터베이스의� 지도화를� 위한� 기본 상지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그� 정확도를� 검증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맞춤형� 생활환경안전지도를� 제작하고� 향후� 쪽방촌과� 같이� 마이크로스케일

의� 공간단위로� 밀집되어� 있는� 소규모� 연구대상지역을� 다루는데�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3.�무인항공사진측량에�관한�국외�선행연구동향

국외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연구는� 광활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식생·환경� 분야의� 모니터링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소형� 고정익� 무인

항고기를� 이용하여� 캘리포니아의� 포도밭에� 대한� 20cm급� 해상도의� 상을�

취득하여� 식생과� 토양의� 면적� 비율을� 계산하거나(Johnson� et� al,� 2003),�

디지털� 카메라를� 개조하여� RGB와� 근적외선� 등� 4개의� 밴드로� 상을� 취득

하여� 정규화� 식생지수(NDVI)를� 계산하기도� 했다(Lelong,� 2008).� 170헥타

르� 산림지역의� 고사목� 분류를� 위해� 패러글라이더� 형태의� 무인항공기로� 촬

한� 6~21cm급� 해상도의� 상을� 이용하거나(Dunford� et� al,� 2009),� 미국�

뉴멕시코의� 환경모니터링을� 위해� 고정익� 무인항공기를� 활용했고(Rango� et�

al,� 2009),� 당해� 지역에서� Multi-spectral� 6band� camera로� 고해상도� 근

적외선 상을� 취득하여� 식생의� 유형과� 공간분포,� 식생군의� 기능적� 구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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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는� 연구� 등도� 이루어졌다(Laliberte� et� al,�

2011).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수치사진측량분야를� 살펴보면,� 항공삼각측량의� 표

준기술로� 정착된� 번들조정법은� 각� 사진의� 외부표정요소� 뿐만� 아니라� 내부

표정요소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Wolf� and� Dewitt,� 2000).�

2000년대� 이후로� 비행체에� GPS와� INS를� 탑재하여� 취득한� 카메라의� 외부

표정요소를� 이용하여� 지상기준점� 없이도� 정사 상을� 생성하는� direct�

georeferencing� 기술이� 일반화되면서� 무인헬기에� GPS/INS,� LiDAR,�

CCD카메라를� 결합하여� DSM을� 제작하는� 방안(Nagai� et� al,� 2004)과� 크

기가� 작고� 가벼운� 저가의� GPS/IMU로� 획득한� 자료를� 번들조정하여� 외부

표정요소를� 구하는� 방안(Nagai� et� al,� 2008)� 등이� 제시되었다.� 실제로� 항

공사진측량에서� 사용되는� 고정밀� GPS/IMU의� 경우� 장비가� 고가이고� 부피

와� 중량의� 문제로� 인하여� 무인항공기에� 탑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가벼운� 저가의� GPS/IMU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상

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번들조정을� 통해� 외부표

정요소를� 보정해야� 한다(Barazzetti� et� al,� 2010).� 무인항공기에� 탑재된�

GPS/IMU� 데이터를� 초기� 카메라� 자세� 값으로� 역으로� 추정한� 후에� 촬

상의� 특징점들을� 상데이터집합� 전체에� 매칭� 시키는� 방식으로� 정사보정

을� 수행하는� 기법도� 연구되었는데� 초기� 카메라� 자세� 값을� 이용하여� 번들

조정을� 진행하고� 특징점들을� 정합시켜� 카메라� 자세� 값을� 보정한� 후에� 보

정된� 자세� 값을� 이용하여� 정사 상과� 모자이크� 상을� 생성할� 수� 있다

(Bryson� et� al,� 2010).�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해� 정사 상을� 제작하는� 과

정에서� 기존의�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되었다.�

기존에� 제작된� 정사 상과� DTM이� 있을� 경우� 무인항공기에� 탑재된�

GPS/IMU로� 측정되는� 비행체의� 자세� 값을� 이용,� 역으로� 초기� 외부표정요

소를� 추정하고� 기존� 정사 상에� 촬 된� 개별� 상들을� 반복적으로� 중첩하

여� 보정하는� 기법이� 고안되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작업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사용되는� DTM자료의� 공간해상도가� 맞지� 않을� 경우� 외부표정요

소를� 정확하게� 보정하는데� 한계가� 있고� 상들의� 접합점을� 자동으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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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형기복이� 큰� 지역의� 경우� 오차가� 크게� 발

생될� 수� 있다(Laliberte� et� al,� 2008).� 만약� 무인항공사진측량� 후� 전통적인�

항공삼각측량� 소프트웨어에서� 정확하게� 보정하여� 정사 상을� 생성하는� 방

법을� 사용할� 경우� 중복도를� 높게� 촬 하여� 렌즈왜곡에� 따른� 상왜곡의�

최소화를� 위하여� 렌즈� 중심부의� 상을� 사용한� 후에� 지상기준점자료와� 기

존의� DTM자료를� 이용하여� 정사 상을� 제작할� 수도� 있다(Ber ni� et� al,�

2009).� 이와� 비슷하게�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해� 생성한� DSM을� 필터링하

여� DTM을� 제작하는� 방법도� 연구되었는데� 도심지의� 건물이나� 자연� 상태

의� 식생과� 같이� 높이가� 급변하는� 지점의� DSM� 포인트� 클라우드를� 자동으

로� 제거한� 뒤� 주변의� 지표면자료를� 통한� 보간(Interpolation)기법을� 통하

여� DTM을� 생성하는� SCOP++� 알고리즘이� 그것이다.� 다만� 이� 방법은� 건

물과� 지표면� 사이의� 역의� 높이가� 경사지게� 표현되기� 때문에� 저층건물에

는� 비교적� 적용이� 용이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층건물은� 수작업으로� 진행해

야하는� 단점이� 있다(Kerdsrilek,� 2008).� BAE� Systems가� 개발한� NGATE�

프로그램과� SimActive가� 개발한� Correlator3D� 필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DTM� 필터링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LiDAR� 데이터와� 비교하는� 실험연

구(Day� et� al,� 2013)에서도� 대형건물� 같이� 고도가� 높은� 지형지물에� 대해

서는� 필터링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RASCOR� 프로그램을� 추가로� 사

용하여� 건물이나� 식생� 등� 고도값이� 높은� 대상물들에� 대한� 추가� 필터링을�

수행하 다.� 그� 결과� LiDAR� 측량에� 의한� DTM의� 정확도는� 7cm 고�

5cm급� GSD의�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필터링� 된� DTM의� 정확도는� 10cm

로� 나타나� 상당한� 실효성이� 있음을� 강조하 다.

지형측량을� 목적으로� 무인항공기를� 활용했던� 초기에는� 무인� 헬리콥터에�

Gramin� GPS와� Crossbow� IMU,� Nikkon� D100� SLR(Single-Lens�

Reflex)� 카메라와� Honeywell� 3D� compass,� SICK� LMS� laser-scanner�

등� 다양한� 장비들을� 탑재했지만� 자동항법이나� 외부표정요소에� 의한� 표정�

등의� 결과는� 얻지� 못하고� 도심·자연지형에� 대한� 3D� 포인트� 클라우드만�

획득했다(Thrun,� 2003).� 이후�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지형정보를� 수집·가

공하는데� 있어� 다양한� 종류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노정되었는데,� 대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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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접� 지상사진측량과� 같이� 조명� 변화,� 폐색,� 해상도� 변화� 등의� 이슈가�

발생하고,� 저고도� 촬 을� 하는� 무인항공� 사진촬 의� 특성상� foot� print가�

매우� 작아� 기존� 방법으로는� 대량의� 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그것이다(Luhmann� et� al,� 2006).� 더불어� 항공비행체� 중�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는� 무인항공기는� 바람에� 취약하고� 비행

자세가� 일반� 항공기에� 비해� 불안정하므로� 상� 간의� 회전각� 변화가� 크게�

나타나며,� 낮은� 촬 고도로� 인하여� 카메라의� 노출점� 변화에� 따라� 취득된�

상� 내에서의� 기복� 변위가� 크게� 나타나서� 외부표정요소를� 알� 수� 없거나�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Zhang� et� al,�

2011;� 임수봉� 외,� 2015).� 따라서� 무인항공기� 촬 상을� 신속하고� 정확하

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인항공� 사진측량의� 다양한� 특성을� 적용할� 수� 있

는� 별도의� 상처리� 기술이� 요구되는데(Barazzetti� et� al,� 2010),� 무인항공

기로� 촬 된� 상에� SfM� 기술을� 적용한� 3D� 기하생성� 실험이� 진행된� 이

후로(Dandois,� 2010)� MVS(Multi-View� Stereo)기법을� 이용,� 저밀도의� 초

기� 포인트� 클라우드를� 사각패치방식으로� 다시� 계산� 후� 고밀도의�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하는� 알고리즘까지� 개발되었다(Furukawa� and� Ponce,�

2010;� Rothermel� et� al;� 2012).

근래에� 들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경제적�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무인항공기� 역시� 날로� 진일보하고� 있다.� 이에� 무인항공기를� 활용

하는� 연구들도� 다채로워지며� 다양한� 형태의� 회전익� 멀티로터(Multi-rotor),�

고정익,� 비행선� 등의�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무인항공사진측량과� SfM� 연구

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d’Oleire-Oltmanns� et� al,� 2012;�

Niethammer� et� al,� 2012;� Rosnell� and� Honkayaara,� 2012;� Fonstad� et�

al,� 2013;� Turner� et� al,� 2013).� 최근의� 무인항공사진측량� 연구동향을� 살

펴보면� sUAV(small� Unmanned� Aer ial� Vehicle,� 소형� 무인항공기)를� 이

용하고� SfM� 기술을� 적용시킨� 상� 취득� 방식이� 주를� 이룬다.� 특히� 항공�

LiDAR와� 비교� 시� 상대적으로� 측량면적은� 좁지만� 100m� 이내의� 저고도�

비행을� 통해� 고정밀도의� SfM� 자료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sUAV의� 활용

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Hugenholtz� et� al,� 2012).� 대표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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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는� 멀티로더� 무인항공기를� 이용,� 호주� 해안가를� 40m의� 저고도� 촬

으로� 사진측량작업을� 수행하여� 1 당� 수� 백점의� 포인트� 클라우드� 정밀�

SfM� 상을� 취득하고� 토털스테이션을� 이용한� 지상측량성과와� 비교� 시�

4cm� 이내� 오차로� 높은� 정확도를� 확인한� 연구(Harwin� and� Lucieer,�

2012)나,� 텍사스� 강� 범람원� 상공� 40m의� 동일한� 고도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촬 한� 성과와� 항공라이다를� 이용한� LiDAR� 측량성과를� 비교했

을� 때� 항공라이다의� 측량성과는� 1 당� 0.33점인� 반면,� 무인항공기를� 이

용한� SfM� 포인트� 클라우드는� 1 당� 10점으로� 무인항공기� 촬 성과의�

점� 밀도가� 항공라이다� 측량성과의� 점� 밀도보다� 훨씬� 높음을� 확인(Fonstad�

et� al,� 2013)한� 연구들이� 있다.

최근에는� 무인항공사진측량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 이

외에도� 소형� 라이다(LiDAR),� 적외선(Infra-Red)� 카메라,� 근적외선(Near�

Infra-Red)� 카메라,� 하이퍼스펙트럴(Hyper-Spectral)� 카메라,� 열화상

(Thermal)� 카메라� 등을� 단독탑재하거나� 디지털� 카메라와� 함께� 탑재하는�

등� 적용대상과� 범위가� 다각화되면서� 다방면의� 연구� 분야에서� 적용� 및� 활

용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Wallace� et� al,� 2012;�

Chisholm� et� al,� 2013;� Aden� et� al,� 2014;� Aasen� et� al,� 2014).� 무인항

공기분야의� 국외� 연구� 중� 대다수는� 연구자가� 속한� 국가의� 특성� 상� 면적이�

넓으면서� 비교적� 무인항공사진측량이� 수월한� 지역을� 선택하여� 정사 상과�

DEM을� 생성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도심

의� 중심부에� 입지하여� 무인항공사진측량이� 어렵고� 마이크로스케일의� 지형

지물이� 밀집되어� 고난이도의� 운용기술을� 필요로� 하는� 동자동� 쪽방촌을� 대

상으로�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지도화를� 위해� 필요한� 정사 상

과� DSM을� 제작한다.� 그리고�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시각

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정확

도를� 평가하고� 향후� 마이크로스케일의� 지형지물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에�

대한� 무인항공사진측량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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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공간정보 취득 방법론 모델링

1.�무인항공사진측량

기존의� 전통적인� 측량방식으로는� 측량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기자

재가� 필요하고,� 최소� 2인� 이상의� 연구자를� 필요로� 한다.� 사진측량을� 이용

하면� 한� 사람의� 연구자가� 사진기만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

러한� 특징으로� 인해� 사진측량은� 기존측량에� 비해� 비용효과� 측면에서� 효용

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김민호,� 2002),� 이는� 무인항공사진측량에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더욱이� 근래에� 들어서는� 원격탐사나� 항공사진측량� 부분에서도� 무인항공

기의� 활용은� 가장� 중요한� 활용부분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조성준� 외,�

2015).� 전통적으로� 최근까지� 주로� 군사용으로만� 이용된� 무인항공기는� 근래�

들어� 사진촬 � 등� 다양한� 목적으로� 민간분야에서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데� 특히� MEMS기술의� 발전으로� GNSS나� IMU가� 소형화·경량화� 되어� 초

소형� 무인항공기에� 탑재가� 쉬워졌으며,� 일반�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의� 혁신

적인� 발전� 속도에� 힘입어� 최근에는� 사진측량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Nebiker� at� al,� 2008).� 일반적으로� 고고도에서� 촬 하는� 위성

상이나� 항공사진� 등의� 해상도는� 20~50cm에� 불과하지만,� 저고도에서� 촬

하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면� 고도에� 따라� 수� cm이내의� 초정밀 상을�

얻을� 수� 있다(Scaioni� et� al,� 2009;� Hunt� et� al,� 2010;� 이준구� 외,� 2015).�

또한� 일반� 항공기나� 인공위성은� 기상조건이나� 공전주기� 등으로� 인해� 원하

는� 시점에서의� 적기� 촬 이� 어려운� 반면,� 무인항공기� 촬 은� 약� 10m/s�

이상의� 강풍만� 아니면�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항시� 간편하게� 촬 이� 가능하

다.� 아울러� 측량용� 카메라에� 비해� 렌즈� 왜곡이� 큰� 상용� 카메라를� 탑재하지

만� 높은� 중복도로� 촬 한� 상에서� 왜곡이� 거의� 없는� 렌즈� 중심부의� 상

만을� 사용하여� 처리하면� 높은� 정확도의� 정사 상을� 생성할� 수� 있다(Berni�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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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형의� 3차원� 위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주로� 항공사진,� 위성

상�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모(scale)’

와� ‘시기(time)'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해상도(resolution)와� 비용(cost)�

측면에서�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부적합하고,� 특정� 시점에�

대한� 자료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김민호,� 2002).� 하지만�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무인항공사진측량� 기법은� 지상사진을� 자료로� 이용하는� 사진측량�

기법과� 마찬가지로� ’규모‘와� ’시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연구자가�

직접� 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화와� 드론� 보급의�

활성화로� 비교적� 주변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무인비행기의� 가장� 큰� 단점은� 기상에� 대한� 제약점이�

크다는� 것이다.� 강한� 바람이나� 우천� 시� 비행이� 어려우며,� 구름으로� 인한�

흐린� 날씨에는� 높은� 해상도의� 상을� 얻을� 수� 없다(이준구� 외,� 2015).

2.�무인항공사진측량�촬 계획수립

무인항공사진측량을� 수행하기� 전� 단계에서� 먼저� 촬 � 대상지를� 대상으

로� 촬 계획수립을� 위해� 촬 � 일자와� 장소� 및� 촬 동선� 설정� 등의� 사전�

실내계획을� 진행한다.� 촬 � 대상지가� 대도시와� 같은� 도심부일� 경우,� 지형

의� 기복이� 심하지는� 않지만� 마천루와� 같은� 고층건물들이� 즐비하고� 건물들�

사이로� 먼로풍과� 같은� 도시미기후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의� 이·착륙지점� 선정� 이외에도� 비행관제를� 위한� 시야확보,� 지상기준점� 측

량을� 위한� 전파수신� 등이� 양호한� 장소를� 찾아�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

움이� 있다.� 더욱이� 무인항공기를� 띄우기� 위해� 협의해야� 할� 관련� 이해관계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번거

로움이� 있고� 작업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가중되는� 어려움도� 있다.� 따

라서� 상촬 � 전� 사전� 현장답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꼼꼼하면서도� 철저

한� 비행계획�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비행경로� 밑으로� 지나다니

는� 행인과� 차량이� 많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이� 필수적이다.� 촬 과정에� 있어서도� 예기치� 못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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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이나� 수시로� 변하는� 기류변화� 등� 기상변화에� 대응하여� 무인항공기를� 안

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수준의� 무인기� 조종기술도� 필요하다.� 특히� 촬 동

선을� 설정할� 때� 고층건물의� 위치를� 면밀하게� 살펴� 충분하게� 이격시켜� 거

리를� 둠으로서� 예상치� 못한� 바람의� 향으로� 무인항공기가� 건물에� 충돌하

는� 것을� 예방하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추운� 날이� 많은� 겨울철

의� 경우� 다른� 계절보다� 무인항공기의� 리튬이온배터리의� 방전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넓은� 동일한� 면적을� 촬 하더라도� 훨씬� 많은� 시간과� 경비

가� 소요되는� 제약사항이� 존재하므로� 긴급하거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겨울철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작은� 무인항공기라도� 일단�

고장이� 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면� 비상착륙조차� 힘들고� 추락하면� 대형� 참

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배터리폭발이나� 회전하는� 로더�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하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에� 대

한� 전문지식과� 숙련된� 운용기술이� 필요하다.� 이후� 실내계획의� 마지막� 단계

로� 지상표본거리(GSD),� 종중복도(Px)� 및� 횡중복도(Py)를� 결정한다.

1)� 지상표본거리(GSD)

지상표본거리(GSD)는� 한� 개의� 화소(Pixel)가� 나타내는� 실제의� 지상거리

로,� 지상의� 물체를� 식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Gui,� 2010).� 래스터(Raster)� 형식의� 자료에서는� 대상을� 상의� 화소

(Pixel)로� 표현하는데� 촬 상의� 물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화

소(Pixel)가� 필요하다.� 보통� 상에서�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

기는� GSD의� 5~10배인� 점을� 감안하여� GSD를�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

100~200m� 고도로� 비행하여� 4.4~6.2cm의� GSD 상을� 취득한다.� 촬 고

도의� 경우� 고정익� 무인항공기는� 100~400m,� 회전익� 무인항공기는�

50~400m가� 일반적으로� 회전익의� 경우� 50m� 이하의� 저고도� 비행이� 가능

하기� 때문에� 1cm� 이내의� 초고해상도� 상을� 취득할� 수� 있으나� 고정익의�

경우� 비행의� 안전을� 위해� 100m� 이하의� 고도로는� 비행하지� 않는� 것이� 일

반적이다.� 보통의� 경우� 최적고도를� 150m로� 보지만� 대도시의� 도심과� 같이�

마천루가� 밀집된�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범용적인� 기준으로� 보기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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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

GSD는� 기본적으로� 비행고도� 를� 카메라의� 초점거리� 로� 나누고� 

픽셀� 크기를� 곱하여� 구한다(식� 2-1).�  픽셀� 크기는� 의� 가로방향�

길이와� 세로방향� 길이를� 각각의� 픽셀수로� 나누기하여� 계산한다(식� 2-2).�

일반적으로� 수치지도� 축척별로� 1:500은� 5cm,� 1 :1,000은� 8~10cm,�

1:2,000에서는� 15~20cm� 정도의� GSD가� 요구된다.

 


× 픽셀 크기 ····················································· (식� 2-1)

픽셀크기 가로방향픽셀수

가로방향길이
세로방향픽셀수

세로방향길이
··· (식� 2-2)

2)� 중복도

지상표본거리(GSD)와� 비행고도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상의� 중복도를�

결정하게� 된다.� 무인항공기는� 기체의� 상하·좌우회전각이� 크고,� 강풍이나�

돌풍에� 의해� 계획된� 예정항로를� 벗어날� 수� 있으며� 탑재� 카메라의� 렌즈왜

곡이� 심하므로� 렌즈� 중심부의� 상만� 사용하기� 위해서� 80%� 이상의� 높은�

중복도를� 주고� 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촬 � 대상지가� 비고차가�

큰� 지형이라면� 최고지형높이� max에� 최저지형높이� min의� 절반을� 더한� 비

고� 를� 구하여� 지상표본거리(GSD)와� 중복도를� 계산하여� 촬 계획을� 수

립한다.

 max

min
········································································ (식� 2-3)

최소� GSD는� 비고� 와� 최저지형높이� min의� 차이에� 계획된� 촬 고도�

를� 카메라의� 초점거리� 와�  픽셀� 크기를� 곱한� 값에� 나누기한� 결과

를� 더해서� 계산한다(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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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min ×픽셀크기


··························· (식� 2-4)

(식� 2-4)에� 따라� 가장� 작은� GSD는� 가장� 낮은� 지형에� 적용한다.� 종·횡�

방향� 최소� 중복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min



max  

 

max  

···························································· (식� 2-5)

min



max  

 

max  

····························································· (식� 2-6)

(식� 2-5)에서의� 는� 기본� 종중복도이며,� min은� 최소� 종중복도이다.� (식�

2-6)에서� 는� 기본� 횡중복도이며,� min은� 최소� 횡중복도이다.� 최소� GSD가�

제작하려는� 수치지도의� 요구정확도에� 미달되거나� 중복도가� 가장� 높은� 지

형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요구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반복해서� 계산한다

(He,� 2012).� 무인항공사진촬 상은� 80%이상의� 높은� 중복도로� 촬 하여�

근사정사 상(near-true� orthophoto)을� 제작할� 수� 있고� 촬 상의� 중심

부를� 사용함으로써� 렌즈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Arthur� et� al,� 2012).�

항공사진과� 달리� 위성 상을� 이용하여� 위치결정을� 수행할� 때� 중복도는� 거

의� 9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항공사진과� 달리� 위성 상

은� 한� 번에� 촬 할� 수� 있는� 역의� 크기가� 넓고� 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김의명,� 2012).



- 40 -

3)� 비행� 및� 촬 허가의� 법리적� 사항

무인기� 항공 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승

인을� 득해야� 하며� 군사보호시설인근� 지역의� 촬 상은� 셰이딩(shading)�

등의� 위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촬 된� 상은� 검열을� 받은� 후� 사용

이� 가능한� 제약사항이� 있다(이준구� 외,� 2015).� 특히� 무인항공기는� 항공법�

상� 명확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초경량� 비행장치로만� 분류되어� 있

으므로� 재해� 및� 재난탐지용� 등� 다양한� 공익적인� 목적으로의� 활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향후� 무인항공기에� 대한� 구체화된�

정의와� 세분화된� 범위� 및� 탑재장비� 등의� 항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김종

배� 외,� 2011).� 서울특별시� 중심부의� 경우,�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P-73A� 공역으로� 비행금지공역에� 해당되기� 때문에[그림� 2-3],� 상공에서� 드

론 상촬 을� 위해� 필요한� 허가절차는� 촬 허가와� 비행허가에� 관한사항이�

있다.� 촬 허가의� 허가기관은� 국방부이고� 비행허가의� 허가기관은� 수도방위

사령부이다.� 서울시내� 비행금지장소� 혹은�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

면� 반드시� 위� 기관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 2-3]� 서울특별시� 비행금지공역

출처:� 국토교통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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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에� 적용되는� 관련법규는�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

규칙� 등이� 해당된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경량비행장치(드론)와�

관련된� 법령은� 항공법� 제23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6 8조에� 명기되어� 있다.�

관련� 법규를� 모두� 싣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므로� 본문에서는� 무인항공기�

비행승인절차만� [그림� 2-4]에� 나타내고� 전체� 내용은� 부록에� 나타내었다.

[그림� 2-4]� 무인항공기� 비행승인절차

출처:� 도시공간세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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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중�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

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

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12kg� 이하는� 신고� 및� 안전성� 인증대상에서� 제외

된다.� 하지만,� 12kg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조종자는� 장치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비행금지구역� 또는� 150m이상

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도

권의� 경우� 비행금지구역(P-73A,� P-73B,� P-518)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비행제한구역(R-75)에서도� 고도� 150m이상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

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하거나� 국방부� 민원을� 통해� 신청한다.� 만

약�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

료가� 부과되며,�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조종자준수사항)에� 따라� 조종자는�

낙하물� 투하� 행위,� 인구� 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

명·재산에� 위험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안개� 등

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일몰� 후

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3.� 상처리

1)� 자동 상정합

무인항공기� 사진측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상처리� 과정에

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법으로�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상정합� 기술과� SfM(Structure� from� Motion)� 3D�

재구성� 기술� 2가지를� 꼽을� 수� 있다.

(1)�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FT는� 2004년� UBC(University� of� Br itish� Columbia)의� Lowe� 교수

가� 고안하 다.� SIFT는� 크기와� 회전에� 불변하는� 특징점들을� 추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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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리� 알고리즘으로� 기존� 항공사진측량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인트�

추출� 방식이� 아닌� 역� 검출방식을� 사용한다.� SIFT는� 상의� 축척,� 회전,�

명암,� 카메라� 노출점� 등의� 변동성을� 감지� 할� 경우� 상정합을� 위해� 많은�

수의� 특징점을� 생성하는데,� 이� 특징점들이� 무인항공기� 촬 사진의� 상처

리를� 위한� AAT(Automatic� Aer ial� Triangulation)과정의� 기반자료가� 된

다.� 알고리즘을� 통해� 변환되는� 특징점은� 상� 간� 회전·축척변화에� 따른� 변

동이� 없고� 명암변화� 및� 카메라� 노출점의� 변화� 등에도� 불변하기� 때문에�

SIFT� 알고리즘으로� 무인항공기� 촬 � 사진 상을� 자동으로� 접합시킨� 다음�

AAT�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SIFT는� 무인항공기� 상정합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며� 신뢰성도� 높아� AAT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Lingua� et� al,�

2009;� Bazaretti� et� al,� 2010;� 임수봉� 외,� 2015).

SIFT� 특징점� 추출은� 모두� 4단계로� 수행된다(Lowe,� 2004).� 먼저� 1단계

는� 스케일� 공간의� 극값을� 검출하는� 단계로(Scale� Space� Extrema�

Detection)� 크기(Scale)과� Orientation에� 불변할� 것이라고� 추측되는�

Interest� Point들을� 검출하는� 과정이다.� 다음으로� 2단계는� 특징점의� 위치

결정� 및� 필터링� 단계로� (Key� Point� Localization� and� Filtering)� 앞전� 단

계의� Key� Point� 후보로� 만들어진� 점들� 중� 명암비가� 낮은� 특징점이나� 모

서리에� 위치한� 특징점� 같은� 안정적이지� 못한� 점들을� 제거한다.� 이후� 남은�

Key� Point를� 테일러(Taylor)� 1·2차� 급수� 전개를� 사용하여� Integer�

Domain이� 아닌� 연속공간에� 정확하게� 위치시킨다.� 1단계와� 2단계는� 특징

점을� 추출하는� 과정으로(detector)� 다양한� 스케일(Scale)에서� 후보� 특징점

을� 찾고� Key� Point들의� 안정성을� 검사하여� 정확한� 특징점을� 선별하게� 된

다.� 그� 다음으로� 3단계는� 특징점의� 방향을� 할당하는� 단계로(Orientation�

Assignment)� 각� Key� Point의� direction과� magnitude� 등의� orientation

을� 구한다.� 마지막� 4단계는� 특징점을� 서술하는� 단계로(Key� Point�

Descr iption)� Key� Point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gradient� 값들의�

orientation을� 구한다.� 3단계와� 4단계는� 객체의� 형태와� 특성정보를� 추출하

기� 위한� 서술자(descr iptor)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선택된� 특징점들을� 중심

으로� 주변� 역의� 경사정보(gradient)를� 계산하여� 방향성분을� 얻고,�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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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방향성분을� 중심으로� 관심 역을� 재설정하여� 서술자를� 생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CPU(Central� Processing� Unit)� 기반에서� SIFT방법에� 의해�

서로� 다른� 2개� 상에� 존재하는� 동일� 지점의� 특징점을� 찾는데� 약� 10~15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GPU(Graphics� Processing� Unit)기반에서�

SIFT를� 가동하면� CPU� 기반의� 방법에� 비해� 처리� 속도를� 약� 10~15배� 정도�

향상시켜� 보다� 신속하게� 자동� 매칭을� 수행할� 수� 있다(이근환,� 2011).

[그림� 2-5]� 자동 상정합� 프로세스

출처:� Arthur�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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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동 상정합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먼저� 비행계획� 데이터,� RGB 상,� 캘리브레이션� 파라미터� 등�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값들을� 받아� 상압축을� 통한� 전처리과정을� 거친다.� 이후� 이미지�

쌍을� 생성하고� 생성된� 이미지� 쌍들을� 이미지� 매칭을� 통해� 상정합작업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SIFT기법을� 이용한� 특징점� 탐지와� RANSAC기법

을� 이용한� 특징점� 매칭이� 수행되며� 특이점(outlier)들을� 탐지한다.� 이후� 정

합된� 쌍들을� 상퓨전(image� fusion)하여� 최종적으로� 근사정사 상� 모자

이크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옵션으로� 상접합선감소나�

색상� 및� 명암조정� 같은� 후처리� 작업을� 진행한다.

(2)� SfM(Structure� form� Motion)

3D� 재구성(3D� reconstruction)에� 의해�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SfM은� 美� Cor nell� Univ.의� Snavely� 교수가� 개발하 다.� SfM은� 중복사진

을� 이용하여� DEM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SfM�

Algorithm에서� 처음� 소개되었는데,� 여러� 각도에서� 촬 된� 다수의� 중복사

진에서� 특정� 장면의� 3차원� 형상과� 카메라의� 위치관계를� 동시에� 복원하며�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SfM� Algor ithm은� SIFT� 특징점� 인식� 알

고리즘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카메라의� 자세와� 축척이� 불규칙하거나� 일정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상정합을� 구현할� 수� 있다.� 때문에,� 무인항공사진

측량에서� 본�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사진측량방법과� 다르게� 외부표정요

소나� 지상기준점좌표가� 부재해도� 카메라의� 자세� 및� 상기하� 재구성이� 가

능하며� 특징점� 추출로부터� 상기하를� 생성하는� 전� 과정이� 모두� 자동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항공사진측량과� 비교� 해봐도� SfM만이� 가지는�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SfM의� 원리는� 어떠한� 대상을� 중복촬 � 한� 여러�

장의� 상들을� 놓고� SIFT특징점을� 추출하여� 상들� 간의� 특징점� 집합들의�

대응관계를� 결정한다.� 이후� 대응관계를� 설명하는� 행렬을� 만들고� 인수분해

를� 통해� 각� 특징점들의� 3차원� 좌표� 값과� 카메라� 위치� 값을� 추정한다.

특징점� 집합의� 최적대응을� 산출하기� 위한� 번들조정3)과� 인수분해를� 수행

3) 번들(블록)조정:� 번들(bundle)은� 상점과� 렌즈의� 중심,� 지상점을� 연결하는� 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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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오픈소프트웨어인� Bundler�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여러� 장의� 중

복 상들의� 특징점은� 근사� 최근린(Nearest� Neighborhood)방법,�

RANSAC(Random� Sample� Consensus),� 상집합에서� 특정한� 특징점들

을� 연결하는� track방법� 등에� 의해� 정합된다.� 일반적인� 경우� 최소� 3장의� 중

복 상과� 2개의� 특징점이� 존재하면� 트랙방법에� 의해�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되는데�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들은� 자동으로� 삭제되므로� 지나

가는� 차량이나� 행인과� 같은� 일시적인� 특징점들은� 3D� 재구성을� 수행하기�

전에� 데이터� 집합에서� 자동으로� 제거된다(Snavely,� 2006).�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초기� 포인트� 클라우드는� 포인트의� 밀도가� 높지� 않기� 때문

에� 정밀한� 지형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분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고밀도� 포인트�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CMVS(Clustering� view� for� Multi-View� Stereo)� 및� PMVS2�

(Patch-based� Multi-View� Stereo2)� 등과� 같은� 형상복원�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CMVS와� PMVS2는� 미국� UW(University� of� Washington)의�

Furukawa� 교수가� 개발한� 기법으로� CMVS는� 입력되는� 중복 상을� 처리�

(ray)의� 집합으로,� 번들(블록)조정은� 취득된� 상� 간의� 동일한� 지상점으로부터� 투

된� 상점을� 이용하여� 상점,� 렌즈의� 중심,� 지상점을� 연결하는� 광선(번들)의�

일괄적인� 조정을� 통해� 카메라의� 위치/자세와� 지상점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수행

과정은� 먼저� 상� 간� 공액점을� 측정하여� 광선을� 형성하고,� 교차되는� 광선을� 통해�

지상점을� 산출하는데,� 이때� 기준(control)� 데이터는� 지상기준점(GCP)� 데이터이거

나� GPS/INS로� 측정한� 위치/자세� 데이터이다.� 번들(블록)조정은� 가장� 정확한� 결

과물을� 산출할� 수� 있으나� 많은� 연산�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 이러한�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고속의� 번들(블록)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연속�

조정� 모델이� 개발되었다.� 이� 모델의� 원리는� 개별� 상이� 취득될� 때마다� 연속� 번

들� 블록� 조정� 알고리즘으로� 새로운� EOP/GP를� 추정하고,� 기존� EOP/GP를� 갱신

하여� 연속해서� 취득되는� 상을� 실시간으로� georeferencing이� 가능한� 고속� 연속�

번들� 블록� 조정� 알고리즘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촬 대상지역의� 상지도�

생성이� 가능해졌고,� 상�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위치/자세� 센서의�

우연오차를� 감소시켜� 정확한� 플랫폼의� 위치/자세� 결정이� 가능하며� 긴급� 맵핑,�

상기반� 네비게이션(무인헬기/무인자동차),� 상� 트래킹� 기반의� 증강현실� 등에� 활

용되고� 있다(이임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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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크기의� 부분집합(Subset)이나� 클러스터(Cluster)로� 분해하고�

PMVS2는�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3D� 구조를� 독립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이용

된다(Furukawa� and� Ponce,� 2007).� Bundler로� 생성된� 초기� 포인트� 클라

우드에� CMVS와� PMVS2� 방법이� 적용되면� 포인트� 클라우드가� 100배� 이상�

증가하며� 약� 1~2cm� 간격의� 고밀도�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되면서� 정밀한�

지형표현이� 가능해지지만� 소프트웨어의� 특징상� 데이터� 입력단계를� 제외하

고는� 모든� 과정의� 처리가� 전자동으로� 수행되어� 데이터를� 체크하거나� 수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과의� 정확도에� 대한� 신뢰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Bundler와� CMVS,� PMVS2� 등으로�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는� 상대좌표값

을� 가지기� 때문에� DSM�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지상기준점� 성과를� 이용

하여� 절대좌표로� 좌표변환이� 필요하다.� SfM으로� 추출되는� 카메라의� 위치�

역시� 축척이나� 방위정보가� 없기� 때문에� 생성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의�

좌표는� 상과� 대상물� 간의� 상대적� 공간좌표다.� 이� 결과물을� 실제� 지상좌

표로� 사용하려면� 지상기준점�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절대좌표로� 변환해서�

사용하여야� 한다(Westoby� et� al,� 2012).� SfM은� 상업용�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까지도� 일반� 비측정용� 카메라에� 기반을�

둔� 고정밀� 지형자료를� 경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항공�

LiDAR� 및� 지상� LiDAR� 측량의� 대체� 기술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Johnson,� 2014).� 정합된� 특징점들은� 색상� 값이� 있기� 때문에� RGB값의� 집

합인� 상� 텍스쳐를� 이용하면� 상기하의� 구조화를� 보다�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상정합이� 수행되면� Bundler� 소프트웨어로� 고차의� 반복적인� 번

들조정을� 수행하여� 카메라의� 자세와� 상기하� 관계를� 재구성한다.� 초기에�

추정되는� 카메라의� 위치와� 대상물의� 좌표는� 정확도가� 낮으므로� 비선형� 최

소제곱법의� 반복연산을�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키면� 각� 픽셀들은� 높은� 정확

도의� 3차원� 좌표� 값을� 갖는�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된다.

2)� 공선조건

공선(Collinearity)은� 임의의� 사진의� 노출점,� 대상점,� 상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야� 한다는� 사진측량의� 조건이다.� 공선을� 위한� 조건방정식을� 공선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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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부르며� 사진측량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식이다(한승희� 외,�

2003).� 무인항공기� 사진측량에서는� 지상기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MEMS�

GPS/IMU에� 의해� 취득되는� 외부표정요소를� 보정하고,� SfM�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의� 좌표를� 절대좌표로� 변환하는데�

공선조건식이� 이용된다.� 공선조건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임의� 점� ,� 투

중심� ,� 사진에� 찍힌� 상점� 가� 동일직선� 상에� 놓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 조건에� 의하면� 1매의� 사진으로� 2차원�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2매� 이

상의� 사진으로는� 2개� 이상의� 공선조건을� 이용하여� 3차원� 좌표의� 결정이�

가능하다.

[그림� 2-6]� 공선조건

출처:� Leic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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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의� 촬 점위치는� 지상좌표체계� ,� ,� 에� 대해� ,� ,� 이

다.� 회전된� 상면에서� 지상점� 에� 대한� 상점� 는� 사진공간좌표� 
′ ,� 

′ ,�


′ 이며,� 사진공간좌표계� ′ ,� ′,� ′는� 지상좌표계� ,� ,� 와� 평행하다.� 3차

원� 회전� 변환� 식에� 의해� 다음� 그림에서� 경사사진� 점의� 좌표� ,� ,� 는�

회전� 변환� 후의� 좌표계� ′ ,� ′ ,� ′의� 좌표를� 가진다(Wolf� and� Dewitt,�

2000;� 한승희� 외,� 2003;� 한승희,� 2012).�

[그림� 2-7]� 대상물� 공간좌표계와� 평행하게� 회전된� 사진좌표계

출처:� Wolf� and� Dewit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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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인자

회전된� 상좌표� 
′ ,� 

′ ,� 
′ 는� 사진좌표� 와� 의� 카메라초점거리,� 3가

지� 회전요소� ,� ,� 와� 관련된� 것으로,� 회전� 변환� 식을� 다시� 이용하면� 다

음과� 같다.

  
′ 

′ 
′ ······················································ (식� 2-7)

  
′ 

′ 
′ ······················································ (식� 2-8)

  
′ 

′ 
′ ······················································ (식� 2-9)

여기서,� ~�은� 회전행렬의� 요소로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oscos

  sinsincos  cossin

  cossinsin  sinsin

  coscos

  sinsincos  cossin

  cossinsin  sincos

  sin

  sincos

  coscos

(2)� 공선조건식의� 전개

공선조건식은� [그림� 2-6]에서� 닮은� 꼴� 삼각형으로부터� 유도되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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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식� 2-10)

여기서,� 이를� 풀어서� 
′ ,� 

′ ,� 
′ 를� 각각� 구하면,


′    

   ′ ··································································· (식� 2-11)


′    

   ′ ··································································· (식� 2-12)


′    

   ′ ···································································· (식� 2-13)

(식� 2-11),� (식� 2-12),� (식� 2-13)을� (식� 2-7),� (식� 2-8),� (식� 2-9)에� 대입하면,

    
   ′   

   ′   
   ′ (식� 2-14)

    
   ′   

   ′   
   ′ (식� 2-15)

    
   ′   

   ′   
   ′ (식� 2-16)

(식� 2-14),� (식� 2-15),� (식� 2-16)을�   

′

로� 인수분해하고� (식� 2-16)

으로� (식� 2-14)와� (식� 2-15)를� 각각� 나누면서� 
′ 대신� 로� 대체하고� 주

점의� 편위보정량인� ,� 를� 추가하면�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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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17)

    






 


 (식� 2-18)

(3)� 공선조건식의� 선형화

여기서,� ,� 는� 사진� 상에� 있는� 점� 의� 좌표이고,� 는� 카메라의� 초점

거리이다.�  ,�  ,� 는� 점� 의� 지상좌표이며� ,� ,� 는� 사진� 에�

대한� 카메라� 노출점의� 지상좌표이다.� (식� 2-17)과� (식� 2-1 8)은� 9개의� 미지

수인� 회전요소� ,� ,� ,� 대상점� 좌표� ,�  ,�  ,� 촬 점� 좌표� ,� ,�

를� 가지고� 있으며,� 사진좌표� ,� ,� 검정인자� ,� ,� 초점거리� 는� 상

수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 공선조건식은� 비선형방정식이므로�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표정요소� 및� 사진기준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측

에� 대한� 초기� 값과� 보정량이� 포함된� 선형방정식으로� 근사해야� 한다.� 선형

화에는� Taylor� 급수를� 사용한다.� 위의� 식에서� 첫� 번째� 방정식을� 라� 하

고,� 두� 번째� 방정식을�  라� 하여� (식� 2-17)과� (식� 2-18)을� 다음� 식으로� 다

시� 쓸� 수� 있다.

            


  ·············· (식� 2-19)

    


  ··································································· (식� 2-20)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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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ylor� 정리에� 의해� (식� 2-19),� (식� 2-20)을� 각각의� 미지수로� 편미분� 하면,






























≈ (식� 2-21)






























≈ (식� 2-22)

(식� 2-21)과� (식� 2-22)에서� ,� 는� (식� 2-19),� (식� 2-20)의� ,�  함수

로� 9개의� 미지수에� 대한� 초기� 값이며,� 

,� 


,� 


,�




  ,� 등은� ,�  함수의� 편미분� 항으로� 미지수에� 대한� 초기� 값이

다.� 그리고� ,� ,�  등은� 초기� 근삿값에� 대한� 미지� 보정량이며,� 단위는�

라디안이다.� 사진좌표� ,� 는� 측정값으로� 함수가� 최소제곱법으로� 사용된

다면�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 잔차� 항을� 포함시킨다.� 이� 잔차� 항을� 포함시켜�

선형화� 한� 공선조건식은� 다음� 식과� 같다.


 

···················· (식� 2-23)


 

···················· (식�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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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cos∆sinsin∆cossin∆
sincos∆sincoscos∆coscoscos∆





 


∆∆∆

  




  




  




    



  


∆∆∆∆ 

  




cos∆sinsin∆cossin∆
sincos∆sincoscos∆coscosc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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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   이다.

(4)� 외부표정요소의� 결정

외부표정요소는� 상좌표와� 이에� 해당되는� 지상기준점� 좌표를� 이용한�

공간후방교회법(space� resection)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상� 초점� 포

인트를� 기준으로� 상에� 대응하는� 상� 좌표와� 초점을� 지나� 서로� 대응하는�

지상� 좌표� 값과의� 선형방정식이다.� 하지만� 순차해석을� 통해� 연속적인� 결과

값을� 추정하기� 위해� 공선조건식은� 선형이� 아닌� 비선형으로� 계산되어� 진다

(Wolf� et� al,� 2000).� 어떤� 지상점이� 사진점� (,� )로� 관측된� 경우� 선형

화된� 공선조건식은� (식� 2-23)과� (식� 2-24)이었다.� 여기서� 지상점의� 좌표는�

이미� 알고� 있는� 기지점� 값이므로� 위의� 공선조건식에서�  ,� ,� 는�

이� 되기� 때문에� 다음� 식으로� 다시� 쓸� 수� 있다.

  ····· (식� 2-25)

  ···· (식� 2-26)

위의� 식에서는� 미지수가� 6개로,� 1점에� 대하여� 2개의� 관측방정식이� 만들

어지므로� 1매의� 사진에� 3점의� 지상기준점이� 있으면� 6개의� 방정식에� 의해�

외부표정요소를� 구할� 수� 있다.� 관측방정식이� 비선형이므로� 초기� 값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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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는데,�  ,�  으로� 하고,� 촬 고도()는� 2점의� 상좌표와�

그� 지상점� 좌표를� 고려한� 축척계산에� 의해서� 구한다.� 과� ,� 는� 상

좌표와� 지상좌표간의� 2차원상사변환� 방법을� 응용하여� 계산한다.

(5)� 지상점의� 3차원좌표� 결정

사진의� 외부표정요소가� 얻어지면� 공간전방교회법(space� intersection)으

로� 기지점인� 카메라에서� 미지점인� 지상점을� 관측하여� 지상점의� 3차원좌표

를� 결정이� 가능하다.� 위의� 선형화� 된� 공선조건식에서� 카메라의� 외부표정요

소가� 결정되었다면� ,� ,� ,� ,� ,� 은� 이� 되므로(Lin,� 2008)�

다음� 식으로� 다시� 쓸� 수� 있다.

  ········································· (식� 2-27)

  ········································ (식� 2-28)

위의� 식에서는� 미지수가� 3개로,� 입체 상으로� 촬 된� 1개의� 지상점에� 대

하여� 4개의� 관측방정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체시로� 촬 만� 되었다면�

해를� 구할� 수� 있다.� 관측방정식이� 역시� 비선형이므로� 초기� 값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미� 6개의� 외부표정요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차공식에� 의하여�

평균� 지상표고()를� 구할� 수� 있고,� 연직사진� 기하에서의� 일반적� 공식으로�

와� 를� 구한다.

4.�지상기준점�및�검사점�측량

무인항공기는� 항행� 중� 바람이나� 공기저항� 등� 외부� 요인에� 의한� 동체의�

자세변화가� 크고� 정확도가� 낮으며� 저렴한� MEMS� GPS/IMU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도제작� 시� 취득되는� 외부표정요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곤란하



- 57 -

다(임수봉� 외,� 2015).� 최근에는� UAV에� RTK-GPS를� 탑재하여� direct�

georeferencing� 방식으로� 상의� 절대좌표를� 결정하는� 무인항공기도� 등장

했지만4) 이� 역시� MEMS� IMU기반이므로� 지상기준점을� 이용한� 항공삼각

측량(Aerial� Triangulation,� AT)� 방법5)에� 비해서는� 표정� 정확도가� 떨어진

다.� 따라서� 무인항공사진측량에서는� 지상기준점� 측량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에� 탑재된� GPS와� IMU는�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타입의� 센서로� 취득되는� 외부표정요소들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높은� 정확도의� 정사 상을� 얻기� 위해서는� 지상기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이를� 보정시켜줘야� 한다(이종신� 외,� 2015).� 정사 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상기준점측량(GCP,� Ground� Control� Point)

을� 할� 때,� 지상기준점은� 항공사진에서� 정확하게� 보이는� 지점으로� 선택해야

하며� 적절한� 지점이� 없을� 시� 대공� 표지판을� 활용한다(이준구� 외,� 2015).�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측량은� GNSS� 장비를� 이용하여� 수행하며� 연구지역

4) 상� 지오레퍼런싱(Image� Georeferencing)을� 수행하는� 방법은� Direct� Geo�

referencing과� Indirect� Georeferencing의� 2가지� 방법이� 있다.� DSM이나� 정사

상과� 같은� 공간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상� 취득� 시스템으로부터�

획득되는� 상의� 외부표정요소(Exterior� Orientation� Parameter)를� 결정하는� 과

정이다.� Direct� Georeferencing은� 플랫폼에� 탑재된� GPS/INS와� 같이� 위치/자세�

센서� 데이터를� 이용하며� 고속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가� 낮고� 공

간정보� 생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Indirect� Georeferencing의� 경우� 연산� 복

잡도가� 높은� 후처리에� 의해� 정확한� EOP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산

의� 복잡도로� 인하여� 고속처리가� 불가능하고� GCP가� 활용될� 경우� 자동처리가� 어

렵다는� 단점이� 있다(이임평,� 2016).
5) 항공삼각측량은� 다수의� 상으로부터� 공액점을� 관측하고� 전체� 역에� 대해� 소수

의� 기준�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의� 외부표정요소와� 공액점에� 상응하는� 지상점� 좌

표를� 결정하는� 측량이다.� 한� 쌍의� 입체� 상으로부터� 모델을� 산출하고� 모델을� 절

대좌표계로� 변환하는� 과정을� 모든� 입체 상에� 수행하는� 기존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시간과� 경비를� 절감시키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방법론으로는� 다

항식� 스트립� 조정(polynomial� strip� adjustment),� 독립� 모델� 조정(independent�

model� method),� 번들� 블록� 조정(bundle� block� adjustment)� 등이� 있다(이임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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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준점� GCP와� 검사점� GCP를� 측량하여� 반 하며� 일반적으로� GNSS�

측량에는� 가상기지국(Virtual� Reference� Stat ion,� VRS)� 측량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가상기지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기존� 기준국과� 마찬가지로� 사용

자에게� 보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의� 기지국이다.� 즉,� 가

상기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 주변에� 이미� 설치된� 기지국들로부터� 보정�

메시지를� 전송받아� 그� 메시지들을� 조합하여� 그� 위치에� 적절한� 가상의� 보

정�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기준점� 설치로� 인해� 실제로� 다

수의� 기지국을� 운용하지� 않더라도� 적은� 수의� 기지국� 운용만으로도� 다수의�

기지국을� 운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더욱� 더� 넓은� 지

역을� 포괄할� 수� 있게� 된다(서울특별시,� 2007).

가상� 기지국� GPS� 측량으로� 불리는� VRS측량은� Network-RTK(Real�

time� kinematic)� 여러� 가지의� GPS측량� 방식� 중� 1가지� 방법으로� 실시간

이동측량(RTK)� 방식의� 단점인� 기준국과� 거리에� 비례하여� 정확도가� 떨어

지는� 거리의존� 오차를� 보정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도� 정밀한� 위치를� 결정

하기� 위해� 도입된� 가상기지국(VRS)� 개념을� 활용한� 측량방법이다.� VRS� 측

량의� 원리는� GPS� 상시관측소로� 이루어진� 기준국망을� 이용하여� 오차를� 분

리하고� 모델링하여,� 네트워크� 내부� 임의의� 위치에서� 관측된� 것과� 같은� 가

상기준점을� 생성한� 후에� 이� 가상기준점과� 이동국과의� 실시간이동측량을�

통하여� 정밀한�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때� 가상기지국� GPS� 측량방식

은� 네트워크� 내의� 실제� 기준국을� 이용하여� 이동국에서� 가까운� 지점에� 가

상기준국을� 생성한� 후� 데이터를� 중앙서버로� 전송한다.� 그리고� 기준국에� 형

성된� 네트워크를� 이용해� 계산된� 의사거리� 보정값을� 수신하여� 가상기준국

에� 대한� 위치를� 재계산한� 뒤� 이동국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결정한다.� 후처

리(post� processing)방식에서는� 양국에서� 수신한� 자료를� 컴퓨터에서� 보정

하여� 위치를� 해석한다.� 이러한� VRS� 측량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Network-RTK� GPS측량� 방식에서� 기지국과� 이동국에� 각� 1대씩� 총� 2대의�

수신기를� 필요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 국내에� 24시간� 가동� 중인�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운 하는� 상시관측소의�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1대의�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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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1대의� 기기로� GPS측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복모·유연,� 2011;� 이강원·손호웅,� 2016).� GNSS� 자료처리의� 순서는� 준

비� 단계부터� 성과물� 작성단계까지� 다음� 그림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그

림� 2-8].

[그림� 2-8]� GNSS� 자료처리� 순서

출처:� 국토정보공사

현장� 관측이� 완료되면� ‘위성측량관측기록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위성측

량� 관측기록부를� 이용하여� 엑셀에� 점명,� 수신기� 기종,� 번호,� 안테나� 높이

(안테나고),� 관측자,� 관측시간� 등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한다(국

토정보공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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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사 상제작과�정확도�평가

1)� 정사 상제작

일반적으로� 정사 상6)은� 보통정사 상(Normal� Ortho� Image)과� 실감

정사 상(True� Ortho� Image)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통정사 상(Normal� Ortho� Image)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제작되고�

활용되는� 정사 상으로� 수치미분편위수정시� 수치표고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이나� 수치지형모델(DTM:� Digital� Terra in� Model)을�

이용하여� 제작된다.� DEM과� DTM은� 지표면에� 대한� 지형만� 표현한� 모델로�

건물,� 교량,� 고가도로,� 제방� 등� 인공지형이나� 지물에� 대한� 표현이� 되어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정사 상을� 제작하여도� 인공지형이나� 지물의� 기복변

위� 및� 왜곡을� 그대로� 담고� 있다.� 보통정사 상은� 인공� 지물에� 대한� 기복변

위� 및� 왜곡으로� 인한� 폐색 역이� 존재하여� 지형이나� 지물의� 식별이� 용이

하지� 않고,� 수치지도와� 중첩하여도� 지형의� 대상물과� 일치� 되지� 않는다.� 반

면,� 진정사 상으로도� 불리는� 실감정사 상(True� Ortho� Image)은� 정밀�

DSM(DSM:� Digital� Surface� Model)을� 이용하여� 지형이나� 지물의� 급격한�

높이� 변화로� 나타나는� 상의� 기복변위와� 왜곡을� 최소화하고,� 기복변위의�

제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도면� 및� 폐색 역을� 보정한� 정사 상을� 의미

한다.� 실감정사 상은� 보통정사 상과� 달리� 교량이나� 건물� 등과� 같은� 인공�

지물에� 대한� 기복변위� 및� 왜곡이� 존재하지� 않아� 도심지역의� 지형이나� 지

물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며,� 수치지도와� 같이� 기존� 지형공간정보와의� 일치

도가� 높다.� 하지만� 제작을� 위해� 정밀� DSM이� 필요하며,� 정밀� DSM은� 색

역에� 이중� 도면,� 수치사진측량학적기법,� 모델링도안,� 기존� 수치지도,� 항공

레이저측량(Airborne� Laser� Sur veying)� 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성이� 이루

6) 정사 상(Orthophoto):� 중심투 으로� 생성된� 상을� 지도와� 동일한� 정사투 으

로� 변환한� 상으로� 높이차/경사� 등� 지형으로� 인한� 기하학적� 왜곡을� 제거하여�

모든� 지형/지물을� 수직으로� 내려다보았을� 때의� 모습으로� 변환한� 상이다.� 지도

와� 중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위치정보와� 시각정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사 상은� 국토모니터링,� 3차원� GIS� 등에� 활용되고� 있다(이임평,�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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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기� 때문에� 보통정사 상에� 비해�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

는� 단점이� 있다(국토지리정보원,� 2009).� 본� 연구에서는� 주거취약지역의� 사

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DB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무인항공기(UAV)를� 이용

한� 무인항공사진측량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쪽방촌과� 같은� 밀집형� 주거취

약지역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정밀성과� 정확성을� 충

족시키기� 위하여� DSM� 생성과� 실감정사 상제작을� 수행하 다.

2)� 3차원� 디지털� 모델� 생성

(1)� DEM,� DSM,� DTM

DEM(Digital� Elevation� Model)은� DSM과� DTM을� 모두� 포함하며,� 그�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고� 형태도� 무척�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공간상에� 나타

나는� 지형기복(Relief)의� 변화를� 2차원� 평면상에�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모

형을� 수치고도모형� 또는� 수치표고모형이라� 하며,� 보통� 2차원평면상에� 고도

를� 저장하여� 공간상의� 지형기복을� 연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작성된� 3

차원(X,Y,Z)� 형태의� 자료모형을� DEM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화환,�

2000).� DEM은� 표현� 방식에� 따라� GRID형태인� 격자구조의� Raster� DEM

과� Vector� 구조의� TIN(Tr iangulated� irregular� Network)� DEM으로� 구

분된다(Ghule,� 2014).� 이� 중� Raster� DEM은� DSM(Digital� Surface�

Model)과� DTM(Dig ital� Terrain� Model)� 등으로� 구분된다.� DTM은� 식생

이나� 건물들을� 제외시킨� 순수한� 지면자료(bare� ground)의� 고도를� 표현하

고,� DSM은� 건물이나� 식생� 등� 지표면과� 지표면상의� 모든� 객체인� 비지면자

료를� 포함하는� 고도를� 표현한다.� 일반적으로� DTM은� 도로나� 철도� 등의� 건

설공사� 현장에서� 토공작업이나� 구조물� 설치� 등을� 위해� 많이� 활용하며,�

DSM은� 자연� 및� 인공지형지물의� 모든� 고도값을� 표현하는� 모델이기� 때문

에� 실감정사 상� 제작이나� 이동통신� 기지국� 타워� 설치계획� 등에� 활용된다

(Höhle,� 2009).� DTM은� DSM에서� 비지면자료를� 제외하고� 해당� 지점에�

대한� 표고를� 보간(Interpolation)하여� 생성하는데(Krauß� et� al,� 2011),� 이

를� 위해� 우선�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DSM에서� 필터링� 대상을� 수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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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다.� 분류는� 높이에� 따라� 지면,� 낮은� 초지,� 중간� 관목,� 높은� 나무,� 건

물,� 노이즈,� 수면� 기타� 대상물� 등� 높이가� 낮은� 대상물에서� 높은� 대상물� 순

서로� 분류하고,� 보간은� 높이가� 높은� 대상물과� 낮은� 대상물� 간의� 높이차를�

계산하면서� 수행해서� 일반적으로� 낮은� 구역으로부터� 높은� 구역� 순서로� 구

역의� 상대적인� 높이차를� 감산하여� DTM을� 생성한다(Tian� et� al,� 2014).

[그림� 2-9]� DEM,� DSM,� DTM

출처:� Tian� et� al,� 2014

2)� 정확도� 평가

저고도(200~400m)� 무인항공기� 사진촬 을� 통해� 고해상도 상을� 획득�

후� 정사모자이크 상을� 제작하면� 많은�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 때� 결

과 상에� 대한� 정확도� 분석은� 활용범위의� 결정에� 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한승희,� 2014).� 상이� 완성되면� 평균제곱근오차(RMSE� :� Root�

Mean� Square� Error)를� 이용해� 상의� 정확도를� 평가한다.� 평균제곱근오

차(RMSE)는� 측량� 관측값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수치지도나� 지도의�

지형지물을� 반복하여� 여러� 번� 관측하지� 않고� 일정한� 표본� 수만큼� 좌표를�

결정하고� 이를� 참값을� 대신하는� 최확값인� 기지점의� 기준점좌표(삼각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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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점� 등)나� GPS측량� 성과와� 비교하는� 경우에� 정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이용된다.� 이때,� 기준점이나� GPS측량값을� 가중치(최확값)로� 놓고� 해당� 지

점의� 수치지도나� 지도� 좌표를� 관측값으로� 하여� 발생하는� 차이가� 오차

(error)가� 되며,� 오차의� 제곱의� 합을� 표본� 데이터의� 수� n으로� 평균한� 값의�

제곱근이� RMSE가� 된다(식� 2-29).

  ±





 





································································· (식� 2-29)

여기서� 는� 오차이며,� 은� 관측횟수다.� 따라서� 수치지도나� 지도의� 최종�

성과품에� 대한� 품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일� 관측값의� 유사성이나� 관측�

숙련도를� 나타내는� 표준편차보다는� 최종� 성과품의� 특정� 레이어에� 대해� 일

정� 표본수의� 자료를� 관측하여� 참값은� 아니지만� 기준점의� 성과나� GPS측량

값과� 비교하여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RMSE와� 최대허용오차로� 정

확도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박홍기,� 2013).� 성과에� 대한�

정확도� 평가를� 통해� 오차가� 허용범위� 내에� 있는가를� 검사하여� 측량을� 다

시� 실시할� 것인지� 성과를�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성정창,�

1994).� 정확도� 평가까지� 완료되면�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한� 상획득부터�

가공·후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된다.

제 3 절 주거취약지역과 사용자 맞춤형 생활안전공간정보

1.�취약지역에�관한�논의

취약지역에� 관한� 연구�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김세준(2016)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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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정의 저자

피해발생횟수,� 피해발생기간,� 피해원인,� 주요시설피해별로� 재

해피해� 특징들을� 분석해서� 도출한� 지역
안상진� 외,� 1993

의료서비스� 제공이� 열악한� 거제도� 도서지역 윤인숙� 외,� 1999

유류� 오염� 취약도�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취약도가� 큰� 지역 이경훈� 외,� 1999

수치고도모형(DEM),� 토지피복도� 등의� 지형학적� 자료와� 빈도

별� 홍수위� 자료에� 대한� GIS분석으로� 도출된� 홍수에� 의한� 침

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

김철� 외,� 2003

홍수기록이� 부족한� 대규모의� 넓은� 지역� 중� 홍수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있는� 지역
김석규� 외,� 2005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고� 산재해� 있는� 최근� 10년간� 연안지역

의� 재해피해� 관련� 자료(태풍,� 해일,� 범람,� 침식� 피해� 자료)와�

연안주변의� 시설물정보를� 고려하여� 피해가� 심한� 지역

박현철� 외,� 2005

응급의료자원의� 불균형분포를� 착안,� 물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응급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지역
양병윤� 외,� 2005

구에� 따르면�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취약지역을� 사회기반인프라,� 경

,� 보건·의료,� 생태,� 환경,� 사고,� 소방,� 치안·범죄,� 재해·재난� 및� 방재,� 기

상·기후변화,� 취약계층아동� 등� 총� 11가지� 범주로� 구분하 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진� 학술적� 정의는� 없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서는� 취

약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

구들에서� 제시되어�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취약지역의� 기준에� 따른� 취약지

역의� 정의들은� 다음� 표와� 같다<표2-2>.

<표� 2-2>� 취약지역을� 키워드로� 하는� 문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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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사망,� 유기,� 방임� 등으로� 충분한� 부

양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과�

소년소녀가장세대,� 저소득� 한� 부모� 가정의� 아동과� 법적� 지원

체계에서� 벗어난�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결손,� 결식가정의� 아

동들이� 거주하는� 지역

김혜경� 외,� 2007

동적요소인� 강우조건은� 배제하고�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정적요

소만을� 이용하여� 분석했을� 때�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양인태� 외,� 2007

정적자료와� 동적자료인� 강우자료를� 모두� 적용하여� 강우의�

향에� 따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양인태� 외,� 2007

버스� 및� 지하철� 정류장으로부터� 300m이상� 이격된� 지역 김재익� 외,� 2008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사망,� 유기,� 방임� 등으로� 충분한� 부

양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이�

거주하는� 지역

김혜경� 외,� 2008

종합병원이� 전혀� 없는� 의료� 사각지대 변광희,� 2009

의료시설과의� 거리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하여� 30분� 이상�

소요되는� 모든� 전방부대
조순 � 외,� 2010

잔류염소� 부족� 혹은� 고탁도� 관로에서� 반복적으로� 플러싱

(flushing)� 세척� 작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침전물� 출수가�

잦고� 잔류염소가� 부족한� 관로

고경훈� 외,� 2011

1m� 간격의� LiDAR자료를� 기반으로� HEC-GeoRAS를� 이용한�

홍수� 가상시나리오를� 통해� 각각� 100년� 빈도,� 200년� 빈도,�

PMF일� 때� 침수되는� 지역

박종덕�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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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지역,� 하수관거� 통수능력� 부족지역,� 수방(배수)시설� 용

량� 부족� 지역을� 이상강우� 취약지역으로� 정의했고,� 도로의� 경

사� 및� 교통혼잡율,� 일조량과� 도로� 노면� 상태를� 고려한� 고개,�

길� 등을� 폭설� 취약지역으로� 정의했으며,� 노약자� 및� 독거노인�

밀집지역,� 토지이용과� 일조량,� 대기질� 현황� 등을� 고려한� 폭염

취약지역을� 정의함

이석민� 외,� 2011

접근성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재난발생의� 위험도가� 높은� 지역

을� 찾고� 소방서비스� 공급지역과� 소방서비스� 수요지역의� 중첩

분석을� 했을� 때� 공간적� 분포에서� 불일치가� 일어나는� 지역

이슬지� 외,� 2011

모든� 교통� 존(zone)간� 이동성� 지표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이

보다� 큰� 이동성� 지표를� 갖는� 교통� 존(zone)� 연결망
장경욱� 외,� 2011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취약성� 개념을� 서울시에� 적용하여� 적정� 홍

수� 취약성� 지표를� 산정하고� 퍼지모형을� 활용하여� 홍수� 취약

성을� 평가했을� 때� 결과값이� 높은� 지역

강정은� 외,� 2012

주어진� 한계전압� 이하의� 전압강하를� 야기하는� 계통� 내� 사고�

위치들의� 집합
박종일� 외,� 2012

경상남도의� 20개� 시·군중에서� 2004년� ~� 2007년간� 표준화�

사망비가� 지속적으로� 높은� 40개� 읍면동� 중에서� 임의로� 선정

한� 15개� 지역

심미 � 외,� 2012

지질도,� 지형도(경사도,� 표고,� 곡률� 및� 하천),� 토양도(토양� 배

수,� 유효토심� 및� 토성),� 임상도(경급,� 급,� 소밀도� 및� 수종)�

및� 토지이용(불투수층� 및� 그린인프라)�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된� 침수� 위험지역

이명진�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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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내부의� 도로가� 위치한� 지형적� 특성들을� 감안한�

폭설� 시� 예상위험지역
구유성� 외,� 2013

수도권� 대기오염도의� 공간분포와� 대기오염� 위해수준에� 따른�

노출인구의� 지역적� 특성,� 건강위해성� 관련�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건강� 위해지역

김동 � 외,� 2013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도시� 홍수� 적응능력이� 부족한� 지역 김효민� 외,� 2013

공간분석기법과� AHP� 방법을� 활용하여� 사면� 경사� 방향을� 고

려한� 산사태� 위험지역
민병근� 외,� 2013

재해위험지구에서� 대피자의� 신체조건� 특성을� 고려했을� 때� 대

피소의� 접근성이� 불량한� 지역
손세련� 외,� 2013

김포시의� 신도시개발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비교열

위에� 놓여있는� 김포시� 외곽지역인� 월곶면의� 지역상권
심재현� 외,� 2013

화재� 발생� 후�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

분을� 초과하는� 지역
유환희� 외,� 2013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5대� 범죄(살인,� 강간·추행,� 강

도,� 절도,� 폭력)가� 많이� 발생한� 시군구
이혜인� 외,� 2013

우리나라� 전체� 재해� 피해� 규모의� 90%를� 차지하는� 수해를� 대

상으로�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여� 취약지역� 특성을� '현� 상태�

지속� 가능',� '추가� 개발� 가능',� '위험� 잔존',� '전반적� 취약'�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강지윤� 외,� 2014

각� 읍면동의� 지리적� 중심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까지의�

거리를� 등급화� 했을� 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
김태곤�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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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전압강하를� 야기시켜� 특정� 민감부하단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계통� 내� 사고� 역(域)
박창현� 외,� 2014

의료서비스의� 공간적인� 접근성� 차원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환

자의� 이동성을� 고려했을� 때� 진료생활권� 내에서� 의료자원의�

접근성이� 불량한� 지역

이수형,� 2014

기후노출(exposure),� 민감도(sensitivity),� 적응능력(adaptation)�

등의� 평가요인별� 대용변수를� 통해� 폭염취약성� 지표를� 산출했을�

때� 부산광역시에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 지역

구유성� 외,� 2015

「산림보호법」� 2조13호에� 의거하여�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동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 � 중� 급경사지·붕괴� 위험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도로(도로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시설물을� 제외한� 지역

박수진� 외,� 2015

서울·경기도� 지역� 중� 생태계교란식물이� 번성하고� 있거나� 번

창하기� 쉬운� 지역
박현철� 외,� 2015

기상관측소의� 적설심� 자료와� Terra� MODIS� 위성 상을� 이용

하여,� 3가지� 대표시설물(원예특작물시설,� 축사,� 건축물)에� 대

한� 적설� 설계기준� 비교하여� 도출된� 취약지역을� 분석

안소라� 외,� 2015

기상관측소의� 적설심� 자료와� RCP�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

하여� 미래� 강설량을� 예측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폭설� 지역
안소라� 외,� 2015

충남지역� 내� 공공의료� 서비스� 시설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공간적� 분포를� 정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공공�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

지� 못하는� 취약계층� 밀집� 지역

이경주�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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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어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지역�

특성상�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알코올� 사용� 관련� 문

제가� 빈번하며� 다른� 지역에� 비하여�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지역

최명희� 외,� 2015

선로� 사고에� 대한� 무효전력� 취약모선과� 사고� 전·후의� 무효전

력� 흐름� 변화량을� 바탕으로� 판별되는� 과전압� 혹은� 저전압� 지

역의� 무효전력� 취약� 모선

최윤혁� 외,� 2015

출처: 김세준, 2016.

김세준(2016)의� 문헌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취약지역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 후반� 이후로� 급증

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취약지역이라는� 공간적� 정의를� 내린� 후�

진행된� 연구가� 시행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점차� 관련된� 연

구들이� 활성화� 되면서� 다방면의�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며� 다차

원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홍수와� 산사태,� 침수,� 폭설,� 폭염,�

풍수해� 등� 재난‧방재� 분야의� 전반적인� 부문에서� 다각화된� 측면의� 접근이�

시도되었다.� 특히�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적� 측면에서� 다양화된�

접근들이� 이루어지며� 본격적으로� 관련� 연구들이� 활성화된�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대중교통서비스나� 전기차� 충전소� 등과� 관련된� 사회기반인프라�

측면의� 접근,� 취약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경

학적� 접근,� 생태계교란식물� 취약지역� 평가를� 위한� 생태학적� 측면의� 접

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아동에� 초점을� 맞춘� 접근,� 소방서비스�

기반의� 소방측면의� 접근,�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이변이나� 기

후변화시나리오에� 따른� 정책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 그리고� 순간전압강하

에� 대한� 사고측면의� 접근을� 했던� 공학적�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로� 연구가�

발전되었다.� 이처럼� 취약지역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 동향을� 주제별로� 살펴

본� 결과� 다양한� 주제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근래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석기법을� 통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취약지역을� 재정의하는� 흐름

도� 강해지고� 있으며� 차용되는� 분야� 역시� 재난,� 재해,� 방재,� 생태,� 환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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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취약지역에� 관한� 여러� 측면의� 연구들이� 진행되

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지역에� 관한� 연구� 중� 사회적� 약

자나�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거주지로서의�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은� 전

무하다.� 특히� 현실세계에서는� 열악한� 거주환경에� 노출될수록� 거주가� 양호

한� 지역과의� 거주지� 격차는� 더욱더� 심해지고� 부정적� 강화현상이�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

외계층이� 거주하는� 거주지로서의� 취약지역에� 주목하 고� 이러한� 기준에서�

주거취약지역인� 쪽방촌을� 대상으로� 적정기술로써� UAV와� GIS를�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생활환경안전공간정보DB를� 구축하고� 이를� 지도화하는� 과

정을� 통하여� 거주여건을� 저하시키는� 취약요인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파악

하고� 시사점과�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공간을� 다루는� 연구에서� 좀�

더� 폭넓고� 다양한� 관점으로� 취약지역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이러한� 공간들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입지와� 위상을� 면밀히� 고찰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분야들의� 취약지역들

이� 조명�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김세준,� 2016).

2.�사회적�약자와�소외된�자들이�거주하는�거주지로서의�주거취약지역

1)� 노숙인의� 정의와� 현황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들이� 거주하는� 쪽방촌은� 거주민� 대부분이� 주거

취약계층이면서� 넓은� 범주의� 노숙인에� 포함된다.

주거취약계층은� 사회적� 약자계층이라는� 인문학적인�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통용되고� 있는� 범주에는� 무숙자(homeless),� 장애

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65세� 이상� 노인,� 결혼이주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되며,� 보건복지부에서� 통용되고� 있는� 범주로는� 복

지소외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무숙자,� 장애인,� 유아,� 노인,� 다문화가

족� 등이� 포함된다(유재득·심복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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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 련

부� 처
명� 칭

관련법령� 및

자료집

보건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법인� 관리� 지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훈련� 규칙

비 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2012년� 제정� 노숙인�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2014� 노숙인� 업무� 편람

행정

안전부

비 리민간단체지원법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

조례� 및� 규칙
서울

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 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기금� 조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보조금� 관리조례

노숙인

일자리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표� 2-3>� 노숙인� 관련� 주요� 법규� 및� 자료� 현황

자료:� 서울시� 내부� 자료를� 재정리함.

이� 중� 노숙인은� 무숙자(homeless)의� 범위에�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 사

용하는� 노숙인의� 용어정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되어� 있는� 개념을� 준용한다.� 본� 법률에서� 정의하는� 노숙인(露宿⼈)

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과�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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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중�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노

숙인� 관련� 법령은� <표� 2-3>과� 같다.

노숙인의� 기준과� 관련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에는� 홈리스� 자립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준하여� 연고� 없이� 도시

공원,� 하천,� 도로,� 역사� 등의� 기타� 시설에서� 기거하며� 일상생활을� 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노숙인을�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홈리스(Homeless)

법으로� 불리는� Stewart� B.� Mckinney법에� 따라� 밤을� 보낼� 적절한� 고정적

이고� 정규적인� 주거가� 없는� 사람이거나� 밤을� 보내는� 주� 주거지로� 일시적

인� 주거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혹은� 사설의� 임시보호시설,� 수용을�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임시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 사

람이� 자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지� 않은� 공공이나� 사설의� 시설� 등을� 밤을�

보내는� 장소로� 이용하는� 사람� 등을� 노숙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종래에는� 주거공간�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만을� 규정하며� 노숙인과� 부랑인을� 강제적으로� 구분·

관리하 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로� 노숙인의� 정의가� 주거공간에서의� 생활� 여부를� 기준으로� 넓게�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2016년� 현재�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식적인�

노숙인� 인구는� 총� 7,900여명으로� 노숙인� 약� 4,200여명과� 노숙인에� 준하

는� 쪽방촌� 주민� 약� 3,700여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내부� 자료에� 의하면� 노숙인� 인구의� 절반인� 약� 50%는� 기초생활수급자이

다.� 전체� 노숙인구� 중� 약� 30%가� 독거노인이고� 약� 20%가� 장애인이며� 약�

15%� 정도는� 만성� 알코올� 중독자로� 알려져� 있다.

2)� 비정상적인� 거처� 거주� 가구로서의� 쪽방

과도하게�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 중에는� 거주자의� 안전,� 위생,� 건강과� 같

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되지� 않는� 비정상적� 거처인� 불량주거지

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화장실이나� 부엌이� 없다든지,� 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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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습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산다든지� 협소한� 공간에

서� 과다한� 인원이� 거주하는� 등� 생리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

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외부지원� 없이는� 이러한� 최악의�

주거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정보의� 제도

권� 밖에서� 주거복지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거주

형태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불량주거인� 비닐하우스,�

지하주거,� 쪽방� 등이� 있다(대한건축학회,� 2016).

3.�주거취약지역으로서의�쪽방촌

쪽방의� 유래를� 살펴보면,� 해방과� 6.25를� 거치며� 전란을� 피해� 피난한� 실

향민들이� 서울에� 정착하면서� 집을� 지을� 여력이� 없던� 상황에서� 나무판자로�

만든� 일명� 하코방(はこ房,� 箱房)이라� 불리는� 일본어로는� 상자방,� 한국어로

는� 판자촌이라� 불리는� 주거형태가� 형성되었다.�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도시� 노동자들의� 주거� 역할을� 담당하 고,� 이것이� 쪽방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유재득·심복기,� 2014).�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에서� 통용되고� 있는�

쪽방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2-4>.

구� 분 세� 부� 내� 용

사회·경제적

정의

일세� 또는� 월세의� 형태로� 운 되며� 개별취사,� 세면,� 용변�

등� 기초적� 부대시설이� 없는� 방에� 독신� 혹은� 가족단위로� 일

용직� 등� 이동이� 강한� 직업의� 종사자가�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통� 3㎡� 전후의� 작은� 방
물리적

정의

도심� 인근이나� 역� 근처에� 위치하며� 1명이� 잘� 수� 있는� 공간

을� 제공하는� 단신생활자용� 유료� 숙박시설

통합적

정의

일용직� 등� 이동이� 잦은� 일자리를� 가진� 도시� 최빈곤층이� 거

주하는� 약� 0.5~1평� 규모의� 작은� 방으로,� 보증금� 없이� 일세

나� 월세로� 지불하는� 무허가� 숙박시설

<표� 2-4>� 쪽방의� 정의

출처:� 유재득·심복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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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의� 학술적� 정의도� 이와� 비슷하여�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의�

거처로서,� 임대차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무보증월세� 또는� 일세로� 운용되는�

시설’이다(최지훈,� 1999;� 이태진,� 2009;� 대한건축학회,� 2016).� 주로� 가족보

다는� 단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며,� 단기간� 방을� 임대하고� 방� 이외의�

시설은� 공용이거나� 없으며� 방의� 크기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쪽방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단신� 상경자나� 일용노

동자,� 하층서비스업� 종사자� 등� 도시빈곤층의� 거처로� 이용되어� 왔고� 보통�

대중교통,� 인력시장,� 재래시장,� 노숙� 장소� 등과�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다.� 이러한� 쪽방이� 우리� 사회에서� 주거� 빈곤의� 유형으로� 주목받기� 시

작한�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가구의� 마지막� 잠자리로서� 노숙에� 이

르기� 직전의� 주거지로� 쪽방이� 이용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이다.� 전

국적으로� 약� 8천여� 개의� 쪽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서울,� 대전,� 대

구는� 쪽방� 밀집지역으로� 어느� 정도의� 실태� 파악이� 가능하나� 다른� 지역들

은� 넓은� 지역에� 분산� 분포되어�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주거학

연구회,� 2015;� 대한건축학회,� 2016).� 쪽방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월세를�

살펴보면� 화장실과� 세면대� 설치여부,� 방� 크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

체로� 관리비를� 포함하여� 약� 14~35만원� 정도로� 월�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볼�

때� 상당수의� 거주자들이� 쪽방� 월�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가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유재득·심복기,� 2014).� 대한건축학회의� 통계자료

에� 의하면,� 대다수의� 쪽방� 거주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

어�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전국� 평균� 약� 14만원)� 비율이� 약� 50%가� 넘는�

가구가� 71.2%에� 이르고� 있다(대한건축학회,� 2016).� 쪽방촌의� 건물상태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서,� 양성적인� 개보수가� 어려운� 상

황이다(유재득·심복기,� 2014).� 쪽방은� 성인� 한� 사람이� 잠만� 잘� 수� 있을� 정

도의� 0.5~1평의� 면적으로,� 5~10개의� 쪽방이� 한� 건물을� 구성하고� 있고,� 욕

실이나� 화장실� 등은� 층별� 혹은� 건물� 당� 하나�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창문

이� 없거나� 크기가� 작아서� 환기가� 어려우며� 일부� 쪽방은� 판자로� 지어져� 있

기� 때문에� 화재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기존� 단층건물을� 중

이층(中二層)으로� 개조한� 경우도� 있는데,� 2층� 방의� 높이가� 1~1.2m� 정도로�



- 75 -

허리를� 제대로� 펴기도� 힘들다.� 이러한� 열악한� 쪽방의� 거주환경� 때문에� 거

주민들은� 방,� 주거설비,� 유지� 보수� 상태,� 사생활� 보장,� 안전� 등의� 측면에서�

쪽방에서의� 거주를� 불만족하고� 있다.� 쪽방� 주민의� 86.7%가� 단독가구이고�

근육관절질환� 및� 요통(28.3%),� 신체장애(24.8%),� 위장� 및� 간질환(16.8%)�

등� 병이� 있는� 주민이� 60%에� 육박하고� 있고,� 쪽방� 주민의� 56.6%가� 월� 소

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쪽방에서� 6개월� 이상� 장

기�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의� 64.6%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 쪽방은� 단

순히� 이동성이� 높은� 일용노동자들의� 임시숙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보건복

지부·서울특별시,� 2015;� 주거학연구회,� 2015;� 대한건축학회,� 2016).

4.�생활안전�및�생활안전공간정보�사례연구

1)� 안전에� 관한� 논의

안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픈�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

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기본요소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활동인�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는� 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들이� 도사

리고� 있고,� 이러한� 위험원인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은� 위험

이� 없거나,�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위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된� 상태로�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하여� 대책이� 수립된� 상태를� 의미한다.� 생활안

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교통

사고� 및� 기타� 인적사고가� 주요� 원인임을� 감안할� 때� 인적재난의� 범주로� 생

각할� 수� 있다(이준우� 외,� 2012).�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재해� 및�

재난,� 범죄� 및� 치안,� 교통,� 사회� 인프라,� 보건,� 의료� 등의� 관점에서� 생활안

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좁은� 공간에� 밀집된� 우리

나라의� 대도시와� 같은� 주거환경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밀집된� CCTV

에� 기반� 한� 생활안전연구도�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때문에� 경찰

의� 관점에서� 주거지에서� 관찰되는� 취약지역의� 범죄/치안적� 특성이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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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과의� 관계� 등의� 범죄학적� 접근과,� 교통/의료� 등의� 사회� 인프라,� 재해/

재난� 등의� 방제와� 관련된� 생활안전에� 관한�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들이� 거주하는� 취약지역인� 쪽방촌의�

생활안전을� 다루지는� 못하 다.� 쪽방촌과� 같은� 주거취약지역일수록� 잠재적

인� 안전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나� 조치가� 필

요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기에� 이러한� 요인과� 부분에� 대

해� 반드시� 연구될� 필요가� 있다.

2)� 생활안전과� 안전지수

지금까지� 연구가� 수행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생활안전의� 안전에� 관한� 분

야들은� 다음<표2-5>와� 같다.

구� � � � � 분 산업 소방 교통 치안 보건 생활 재난 식품 전쟁/
테러 경제

국민안전� 의식지수 O O O X X X X X X X

교통지수 X X O X X X X X X X

산업안전 X X X X X X X X X O

치안지수 X X X O O X X X X X

여성아동� 안전지표 X X X O X O X X X X

행정연구원� 안전지수 O O O O X X O X X X

한국사회� 안전지표 O O O O X X O X X X

한국통계청� 사회지표 O O O O X X O X X X

OECD� 보건지표 O X X X O O X X X X

미국� 사회지표 O O O X X X O X X X

<표� 2-5>� 안전� 분야� 도출을� 위한� 매트릭스� 분석

출처:� 이준우�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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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생활안전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안전취약계층인� 아동이나�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치안,� 사고발생과� 관련된� 소방과� 교통,� 방재와� 관련된�

재난� 등이�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근래에� 들어� 안전취약계층인�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 공동체� 기

반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아동안전기본법”등의�

법제도를� 마련하고� 아동보호구역� 설정,� CCTV�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정

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관련된� 연구� 역시� 여성� 아동� 등의�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 분야� 중에서도� 주로� 어린이안전� 및� 보행안전� 등의� 안전성� 평가에� 관

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미국,� 국� 등� 안전� 분야의� 선진

국들에서는� 국가안전측정지수나� 안전지표� 등� 사회의� 전체적인� 안전을� 측

정하기� 위한� 사례연구가� 수행되었다.� 2007년� 인천대학교� 위기관리연구센

터에서는� 「행동변화� 모델� 및� 안전의식� 지수개발」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

지수를� 개발하 으며,� 소방방재청,� 국가재난정보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안전을� 위해하는� 생활환경을� 방어적� 요소를� 설계하여� 적용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려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이준우� 외,�

2012).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안전지수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사회의� 안전

의식� 및� 안전수준을� 파악하고�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안전지수를� 개

발하 으며,� 자연재해,� 인적재난,� 교통사고,� 범죄,� 경제위험,� 전염병� 등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분야별� 안전도를� 통하여� 사회전체의� 안전수준을�

측정하고자� 하 다(한국행정연구원,� 2000).�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내외� 선행

연구를� 토대로� 안전지수� 매트릭스� 분석을� 통하여� 재난안전,� 교통안전,� 생

활안전,� 산업안전,� 보건안전,� 치안안전� 등� 대표적인� 6개� 분야를� 도출하

다(행정안전부와� 인천대학교� 위기관리연구센터,� 2010).� 국내사례에서는�

2007년� 국제보건기구(WHO)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된� 서울시� 송파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범죄� 지표,� 교통사고� 지표,� 시설

물� 지표,� 도시계획� 지표� 등의� 4개� 지표를� 선정하여� 언급된� 평가지표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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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통계자료와� 도면자료를� 활용하여� GIS� DB로� 구축한� 연구도� 수행되었

다.� 해당연구에서� 범죄지표는� 범죄발생건수를,� 교통사고� 지표는�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시설� 지표는� 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위해시설� 현황을� 활용하

으며,� 도시계획� 지표는� 토지이용현황,� 주거환경,� 재해위험여부,� 거주지�

형태,� 건물� 노후도� 등을� 고려하 다(이준우� 외,� 2012).� 하지만� 거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취약요소들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 안전지표는� 사회� 전반에� 걸

쳐� 통합적으로� 안전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선정되어야� 하고,� 각�

지표들이� 이해하기� 쉽고,� 각� 분야별�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가� 개발

되어야� 한다.

3)� 생활안전공간정보� 사례연구

(1)�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및� 지도화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와� 주민생활에� 유용한�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업무� 전반에� 지도서비스를� 도입‧적용하는� 「생활공

감지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 다양한� 공간

분석� 기능과� 첨단� GIS�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접목시

켜� 개발한� 생활� 공감형� 양방향� 대민�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생활공감지도는�

인허가� 자가진단,�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주민생활공감,� 주민안전도우미,�

새집� 찾기� 길라잡이,� 뚜벅이� 안전길� 안내,� 지역공감정보,� 신장개업� 알리미�

서비스를� 지자체별로� 시범운 � 중이다(이준우� 외,� 2012).� 앞서� 언급된�

2007년� 국제보건기구(WHO)로부터� 안전도시로� 공인된� 서울시� 송파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연구에서는� 생활안전� 주제도� 제작� 시,� 생활안전� 관련�

지표(항목)들을� 도출한� 후,� 안전� 위해성� 여부에� 따라� 각� 지표별� 경중률을�

고려하 으며,� 분석을� 위한� 생활안전� 평가모델� 결정,� 표준� 점수화,� 등급� 분

류,� 중첩분석을� 통한� 등급� 합산,� 분석결과의� GIS� 자료(격자)화,� 결과� 검증�

및� 오류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제도를� 도식화하 다.� 각� 지표들의� 인자

값을� 경중률� 점수분석과� 중첩분석으로� 등급화하고,� 이를� 등급조정과정을�

거쳐� 100m� 크기의� 래스터� 분석� 수행하여� 1km� 표준매쉬� 형태로� 등급�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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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표출하 다.

이� 과정에서� 생활안전등급도� 제작을� 위한� GIS기반의� 분석모델� 개발과�

평가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 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생활안전등급도는�

일상생활� 주변의� 안전� 등급�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범죄� 노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했다(이준우� 외,� 2012).

미국의� 경우� 지도화� 등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의� 제작� 및� 공유

를� 위해� 필요로� 하는� 기본지도를� 업데이트�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사용자�

기반의� 갱신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현재�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를� 기반으로� 하는� 시멘틱� 웹(Sema ntic� Web)과� 온톨로지

(Ontology)� 기법을� 통해� 다양한� 주제별� 지형도면(Historical� Topographic�

Map� Collect ion)을� 제공하고� 있으며,� VGI(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와�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 시민과학(citizen�

science)� 등의� 시공간� 데이터� 모델연구를� 통해� National� Map의� 위치정확

도와� 최신성을� 확보하려� 한다.� 국의� OS는� 정부� 및� 민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품질의� 정확한� Master� Map� 데이터를� 제공한다.� Master�

Map은� 지형지물의� 연계와� 속성정보의�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지능형� 수치

지형도� 데이터로� 만들어진다.� 각� 지형지물마다� 유일식별자에� 해당하는�

TOID를� 부여함으로써,� 지능형� 데이터베이스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벡

터� 데이터베이스인� GOS(Geospat ial� Object� Server)에� 4억� 개� 이상의� 피

처를� 담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도로나� 건물과� 같은� 자신의� 주제뿐만� 아니

라� 정밀하고도� 연속성� 있는(Seamless)�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

고,� 오픈스트리트� 맵을� 가능하게� 한다.� 일본은� 후레쉬맵� 2012를� 통해� 전자

국토지도� 서비스를� 목표로,� 다수의� 국가주제도인� 다양한� 내셔널� 아틀라스

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도는� 풍수해대책부터� 고대� 하천유역이� 가지는� 자연

특성과� 역사문화를� 정리한� 지리조사�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국토지

리정보원,� 2013).� 이외에도�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사용자� 제작� 콘텐츠

(UCC:� User� Credit� Contents)� 기반의� 구글맵이나� 구글어스가� 활성화되

어� 있고� 다양한� Open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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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으며� 일반화된� 공유형식으로� 이� 분야의� 비전문가도� 손쉽게� 사

용자� 맞춤형�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도화할� 수� 있는� KML,�

KMZ� 등의� 공유파일형태로도� 제작되어� 공유되고� 있다.

(2)� 생활안전지도

국외� 생활안전관련� 주제도로는� 미국의� 밤길안전� 등급도와� 일본의� 아동

안전지도� 등이� 대표적이며,� 일본의� 아동안전지도는�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주변의�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수행하 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 동작구,� 부산� 사상구와� 광주� 광산구는� 아동‧여성� 안전

지도를� 시범� 제작� 완료하 으며,� 학교� 일대를� 대상으로� 개발지역� 공가,� 범

죄� 발생지,� 어두운� 골목길� 등� 위험한지역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주변�

경찰서� 등이� 표시되며� 위험요소,� 안전요소,� 통계� 분석자료,� 사진� 등을� GIS

웹� 시스템으로� 구축하 다.� 안전지도는� 안전통학로,� 안전시설� 인프라,� 보행

안전,� 거리조명,� 대중교통시설,� 공원/주차장/화장실,� 유해� 장소,� 범죄정보,�

지역안전지도가� 제작되었다(이준우� 외,� 2012).

5.�쪽방촌�취약요인의�특성�분석을�통한�관심지점�선정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특성� 상� 거주여건을� 악

화시키는� 취약요소들의� 존재로� 인하여� 촉발되는� 문제점들은� 매우� 다양하

다.� 특히� 쪽방촌의� 경우,� 사전� 실내조사�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노인� 낙상�

위험� 사고,� 난방문제,� 동파문제,� 건강문제,� 하수구� 및� 쓰레기� 악취문제,� 위

생문제,� 독거노인문제,� 화장실� 등� 공공시설의� 부재문제,� 사회적� 관심의� 부

재� 등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사례나� 조사된�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사용자�

맞춤형� 주거취약지역� 생활안전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관심지점� 선정을�

위해서는�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

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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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취약지역인� 쪽방촌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은� 관계기관� 유관부서인�

시·구청의� 복지부서와� 공간정보부서,� 쪽방촌을� 지원하는� 전담지원기관,�

NGO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으로� 식별되었고� 이들� 관계자들과의� 면담이나�

인터뷰,� 서면조사�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하고� 필요로� 하는� 구체적

인� 관심지점정보� 항목의� 수집과� 관련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사용자인� 쪽방촌� 관계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관심지점�

정보항목들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함으로서� 기존에� 거대담론수준의�

정책적� 제언으로만� 언급되고� 전무했던� 실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구축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여건을� 저해시키는� 취약요소의� 시계열적� 접근을� 통

해� 사전적,� 진행적,� 사후적� 관점의� 관심지점항목들을� 도출하 다.� 먼저� 사

전적� 관점으로� 거주여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취약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

고자하는� 예방시설물들로서� 비상소화장치함,� CCTV,� 공중화장실� 및� 개방

화장실을� 선정하 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연

결되어� 화재대응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진� 쪽방촌의� 특성상� 화재가� 발

생했을� 경우� 소방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재진압을� 위한� 비상

소화장치함의� 설치와� 적절한� 위치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에� 설

치된� 비상소화장치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로� 정확한� 지

점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설치된� 위치의� 적합성,� 배치와� 간격의� 적절

성,� 소방차량임무수행� 불능지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

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쪽방촌은� 늘�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번지기� 쉬운� 위험이� 상존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유관부서에서도� 주소기준으로� 정리된� 대장으로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안전공간정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대상물이다.� 특히� 거주민이� 방화용� 물과� 모래,� 소화전� 등의� 위치� 등을� 사

전에�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가� 화재발생� 시� 성공적인� 조기대응의� 관건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소방당국과� 쪽방촌의� 이해관계자들� 뿐� 만� 아니라� 쪽

방촌� 거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정보다.

CCTV의� 경우�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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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운 하는� CCTV의� 경우� 불법주정차,� 방범,� 쓰레기무단투기감시� 등�

다양한� 용도의�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수집되는� 자료들은� 운 주체

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되고� 있다.� 쪽방촌의�

경우�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많고� 경찰력의� 향력이� 미치는� 지표

인� 순찰차의� 순찰루트로� 커버할� 수� 없는� 역이� 넓기� 때문에� 방범에� 취약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아파트와� 같은� 대단위� 집합건물단지의� 경우� 별

도의� 관리실� 운 과� 경비인력을� 고용할� 여력이� 있지만� 쪽방촌과� 같은� 경

우는� 불가능하다.� 특히� CCTV� 사각지대의� 경우� 수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강력범죄� 등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적절한� 위치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입지분

석이나� 공간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인� 설치보다는� 담당� 주무부서의� 재량이

나� 민원인의� 민원,� 사건발생� 이후� 사후대응의� 형식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방범망� 운용을� 위해서는� 공간정보� 구축

을� 통해� 음 지역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쪽방촌과� 같이� 취약지역에� 위치한� 상가들은� 주상복합상가나� 중앙� 집중

형� 상가건물이� 아닌� 개별� 단독상가들이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

장실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최현종·홍형옥(2013)의� 연구에� 의하면,�

쪽방촌�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화장실과� 욕실은� 관리비를� 절감하

기� 위해� 각� 층별로� 공용으로� 운 되고� 있다.� 그� 환경과� 설비� 역시� 매우� 열

악하고� 노후화된� 경향을� 보 는데� 특히,� 욕실의� 경우� 가장� 큰� 불편함을� 호

소한� 부분이� 온수의� 사용과� 관련된� 것(85.7%)이었다.� 하절기의� 경우� 큰� 문

제가� 나타나지� 않지만� 동절기의� 경우� 관리비� 때문에� 온수� 사용이� 제한된

다는� 점으로� 인해� 많은� 수의� 거주자가� 목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

다.� 이는� 거주자의� 상당수가� 노령인� 점을� 감안할� 때�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이다(최현종·홍형옥,� 2013).

특히� 쪽방의� 특성상� 개별� 쪽방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공동화장실을�

사용해야� 하지만� 거주인구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노상방뇨나� 배설물� 투기� 등으로� 인하여� 거주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도� 많아지게� 된다.� 화장실이� 부족하다면� 적재적소에� 공공� 및� 개방화장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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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은� 화재발생

과� 같은� 비상상황� 시� 소화전의� 역할을� 보조할� 수� 있다.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은� 불특정다수에� 의해� 상습적으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들이� 방치되는� 장소로� 다양한� 경고문구와� 표지를�

부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을� 선정한다.� 생

활쓰레기나� 오물,� 음식물쓰레기들로� 인한� 도시미관� 악화� 및� 침출수로부터�

비롯되는� 악취와� 전염병에� 취약한� 지점이다.� 악취(하수구)지역은� 하수관거

나� 배수관거가� 노출되어� 하수구� 악취와� 병해충이� 창궐하여� 준동할� 수� 있

는� 지점이다.� 간이지붕은� 지붕� 대신� 슬레이트나� 판넬� 등으로� 덧댄� 방식의�

임시구조물로� 방수에� 취약하여� 외부에서� 내부로� 누수가� 발생하거나� 빗물

이� 유입되는� 열악한� 시설물이다.� 무인항공기를� 통해� 상공에서� 살펴보면� 지

형지물들의� 지붕상태로� 해당지역의� 경제적� 상태나� 거주여건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지붕은� 단순한� 위치파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빙상� 및�

낙상사고� 위험지역은� 지형의� 고저차가� 커� 가파른� 지점이거나� 계단의� 경우�

큰� 단차로� 인하여�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통행� 시� 부상을� 초

래할� 수� 있어� 거주민의� 생활안전에� 위협이� 우려되는� 위험지점이다.� 감전위

험지역은� 지중화� 되지� 않은� 전선들� 중�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전선의� 높이

가� 사람의� 키와� 비슷한� 정도의� 낮은� 높이로� 지나가는� 지점으로� 감전이나�

누전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휠체어통행� 불가지역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중�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의� 자가� 통행이� 불가능한� 계단이나� 지형의� 고저

차가� 큰� 지점이다.� 쪽방출입구는� 단독출입구형태와� 공동출입구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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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례� 적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본� 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분석하고� 모델로써� 재정립하여� 제시한� 방법

론을� 실제� 사례지역에� 적용한다.� 마이크로한� 스케일의� 소규모� 밀집� 주거취

약지역의� 공간정보� DB를� 구축하는데�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정밀도와� 정

확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UAV를� 이용한� 무인항공사진측량과� 기존에� 전

략� 및� 정책방안으로� 강조하고� 있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지도화를� 수행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쪽방촌의� 현황과� 시공간적� 특성을� 살펴

본다.� 2절에서는� UAV를� 이용한� 무인항공사진측량� 및� 정확도� 검사를� 통하

여� 3차원� DSM과� 초고해상도� 진(실감)정사 상을� 제작함으로써� 주거취약

지역인� 쪽방촌과� 같은� 소규모지역의� 공간정보수집에� 적합한� 방법인지� 검

증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리적�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 자료수

집’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기존의� 전통적인� 공간정보획득방법론으로

는� 불가능했지만�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해서만� 획득� 가능한� 강점과� 특징

들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취약지역

인� 쪽방촌의� 물리적� 거주여건� 및� 사회적� 생활환경과� 환경적인� 특성들을�

확인하고� 주거취약요인의� 특성과� 취약요인� 분석을� 통한� 사용자� 맞춤형� 관

심지점정보를� 선정한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한� 주거취약지역� 사용자� 맞춤

형� 공간정보� 구축� 및� 지도화를� 수행함으로써�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악된� 거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취약요인의� 공간적� 분포파악�

및� 입지분석을� 통하여� 취약요소들에� 대한� 개선이나� 조치를� 효과적으로� 취

할� 수� 있는� 공간적의사결정지원� 가능� 여부를� 검증한다.� 궁극적으로는� 공간

적인� 관점에서� 열악한� 거주지인� 쪽방촌이라는� 주거취약지역을� 좀� 더� 총체

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주거취약지역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안전향상을� 도모하여� 거주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론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자� 한다.



- 85 -

제 1 절 연구지역에 대한 고찰

1.�서울특별시�쪽방개황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쪽방거주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쪽방

상담소� 현황은� <표� 3-1~3-2>와� 같다.� 연구대상지역인� 동자동� 쪽방촌� 거주자들

의� 가구유형은� 가족단위� 구성보다는� 1인가구가� 많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로� 구성되어� 있다.

구
별

밀 집
지 역

쪽 방
건물수

(동)

쪽방
수

(개)

쪽방 거주자 (명 )
주민
등록

자(명)

기초
생활
수급

자(명)

65세�
이상�
홀몸
노인

(명)

장애인
(명 )계 일시 상 시

합
계

13개소
지역

332 4,208 3,6 69 352 3, 317 3,61 6 1,88 6 1,120 721

종
로
구

소 계 142 1,227 9 36 127 8 09 1,007 454 300 2 32
돈의동 85 748 603 115 488 753 310 187 187
창신동 57 479 333 12 321 254 144 113 45

중
구

소 계 47 1,051 958 111 847 1,027 463 2 90 151
남대문
경찰서 �

뒤
19 502 480 45 435 6 03 244 158 1 05

연세
빌딩� 뒤

7 242 225 30 195 2 01 77 49 27

회현동 7 9 0 68 8 6 0 6 3 42 22 5
중림동 14 217 185 28 15 16 0 1 00 61 1 3

용
산
구

소 계 6 9 1,257 1,041 5 1,036 1,02 0 553 366 1 69
동자동 65 1,158 9 77 5 972 9 56 522 330 156
갈월동 2 79 45 - 45 45 21 27 11
후암동 2 20 19 - 19 19 10 9 2

등
포

소 계 67 541 602 1 00 502 475 341 114 142
등포 41 441 492 79 413 391 278 91 106
등포

본동
4 11 15 4 11 8 6 4 5

문래1동 22 89 95 17 78 76 57 19 31
동
대
문

전농1동 7 132 132 9 123 87 75 50 27

<표� 3-1>� 서울특별시� 소재� 쪽방거주자� 현황

자료:� 서울시� 내부� 자료를�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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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별
밀집
지역

운
기관

소장 소재지
개소

일
건물형태

(소유주� 등)

종� 로

돈의동
대한

구세군
이화순

종로구�
수표로

22길22

2000.
3.15

1층·3층,� 218.2㎡
(구청� 복지관)

창신동
우리모두

복지재단
이도희

종로구

50라길31

2003.

4.22

1층·2층,� 311.5㎡

(구� 소유건물)

중� 구

연세빌딩� 뒤

남대문경
찰서� 뒤

(사)푸른
� � � 나눔

박종성

중구�

세종대로
2길15

2000.
3.28

4층,� 지하1층� 292.4㎡
(구� 소유건물)

용� 산
동자동
갈월동

(사)빅이슈
� � � 코리아

정수현

용산구�

후암로
57길37

2001.
4.4

3~5층,� 446.4㎡(3층�

법인임대� 4,5층� 구청�
임대� 생활편의시설� 시�

임대)

등포

등포본동

등포동
문래1동

광야교회 김형옥
경인로

100길3

2001.

3.16

2층,� 21.6㎡

(법인,� 교회)

<표� 3-2>� 서울특별시� 소재� 쪽방상담소� 현황

자료:� 서울시� 내부� 자료를� 재정리함.

2.�서울특별시�용산구�동자동�쪽방촌

동자동� 쪽방촌은� 행정구역� 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9번지,� 10번지

와� 주변� 획지에� 걸쳐있다(최지훈,� 1999).� 용산구의� 북부에� 위치하여� 중구

와� 접하고� 있으며� 수리적� 위치는� 북위� 36도� 89~90분,� 동경� 126도� 19~21

분에� 해당한다.� 지역면적은� 37,217.513㎡이고�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해있으

며� 서울시� 소재� 쪽방촌� 중� 단일규모로는� 쪽방수와� 쪽방거주자수� 모두� 최

대� 규모인�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촌이다.� 서울특별시� 중심부에� 위치한� 동자

동은� 쪽방촌� 주변지역의� 경우에는� 낙후된� 시설이� 많지� 않지만� 인접하고�

있는� 신축건물� 거주자들의� 생활수준에� 비해� 주거생활� 수준이� 절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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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으며� 열악한� 거주환경� 상� 거주자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편의시설

이� 거의� 없어� 주거여건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다.� 쪽방촌� 쪽방의� 주택형

태에� 따른� 구성은� 크게�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그리고� 주택이외의� 거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쪽방은�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그림� 3-1],� 밖에서� 볼� 때는� 큰� 하나의� 건물이지만� 그� 안으로는� 여러� 개

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일부� 정상적인� 건물로� 보이는� 쪽방의� 경우에도�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는� 매우� 좁고� 협소하며� 위생상� 불결한�

주거시설이� 대부분이었다.

[그림� 3-1]� 동자동� 쪽방촌� 쪽방건물

동자동� 일대에� 언제부터� 어떻게� 쪽방촌이� 형성되었는지�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은� 없지만,�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로� 급증했

던� 서울역� 노숙자들이� 시간이� 흐르며� 집단화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의� 부

랑인들이� 지금의� 동자동으로� 넘어와� 쪽방촌이� 형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것

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쪽방촌에� 임시로� 거주

하던�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고� 체계화하기� 시작하 고� 최근에는� 일

자리� 갖기� 사업,� 양말� 공장,� 문화� 체험� 등� 쪽방촌� 내� 자활� 프로그램을� 활

성화하여� 이를� 통한� 수많은� 노숙인들이� 자활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 구성

원으로� 복귀하고� 경제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시작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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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성공의� 기반이� 된� 것이� 동자동� 쪽방� 공동체인� ‘동자동� 사랑방’

이다.

동자동� 사랑방은� 마을만들기� 운동이�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 약자와� 만나�

공공성에� 기여한� 모범적인� 성공케이스로� 동자동� 쪽방촌� 주민의� 수급권� 상

담,� 파산� 상담,� 알코올� 중독� 및� 도박� 등� 인권과� 복지� 전반에� 대한� 문제들

을� 상담하는� 쪽방� 공동체의� 출발점이었다.� 2007년� 1월� 쪽방에서� 모임을�

시작해� 2008년� 6월� 사무실을� 개설하 고,� 동자동� 사랑방을� 통해� 형성된�

관계망은�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필요� 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제�

협동조합으로� 확장되었으며,� 지금은� 쪽방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들의� 삶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마을기업인� 밥집과� 공동부엌을� 발전적

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외면� 받아온� 쪽방촌� 주민들� 스스로�

자립을� 꿈꾸며� 서로를� 의지해나가는� 동자동� 사랑방의� 사례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이 범,� 2013).

[그림� 3-2]� 공동출입구� 형태의� 쪽방 [그림� 3-3]� 단독출입구� 형태의� 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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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동자동� 쪽방촌� 진입로� 부근에서� 바라본� 쪽방촌� 전경

동자동은� 새꿈어린이공원� 옆에� 위치한� 동자동나눔센터를� 중심으로� 북쪽

에� 위치한� 쪽방들은� 밀집되서� 모여� 있는� 집촌형태인� 반면,� 남쪽에� 입지한�

쪽방들은� 비정형적으로� 산재해� 있는� 형태로� 분포한다.� 쪽방촌� 주변으로는�

미주아파트� 외에도� KDB생명타워,�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과� 같은� 주상복

합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북쪽방향의� 쪽방촌� 북단� 끝부분과� 남쪽방향의� 쪽

방촌� 서단� 끝부분에도� 대형� 마천루들이� 즐비하게� 입지하고� 있으며� 각각의�

진입도로와� 연계되는� 간선도로를� 통해� 이웃생활권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며�

쪽방촌� 지역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단면과� 서단면을� 중심으로� 서측면의�

배후와� 남측면의� 서쪽� 배후에는� 각종� 버스정류소,� 버스중앙차로정류소,� 지

하철출입구� 등의� 대중교통� 시설물이� 위치한다.� 또한� 동측면의� 중심으로는�

미주아파트의� 진입로가� 설치되어� 아파트� 진출입로로� 사용된다.� 이로� 인한�

쪽방촌과� 아파트간의� 중복되는� 교통흐름은� 거의� 없었으며� 쪽방촌� 고유의�

거주분위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과교통량의� 경

우,� 서측면의� 주상복합과� 맞닿아� 있는� 쪽방촌� 서측면의� 도로에서� 전반적으

로� 많이� 관찰되지만� 남측면에서는� 뚜렷한� 감소를� 보인다.� 최근� 건축된� 서

측면의�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로� 인하여� 교통류의� 이동패턴이� 분명히� 향�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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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동자동� 주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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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서 울시티 타워 ②� 남산 ST X타 워 ③� 남산트라펠리스아파트 ④ � 게 이트웨 이타워

⑤ � 서 울성남 교회 ⑥� 동자희망나눔센터 ⑦� 서울역쪽방상담소 ⑧ � KDB생명 타워

⑨� 센트레빌아스테리움 ⑩� 트윈 시티남 산1 ⑪� 트윈시 티남산 2

<표� 3-3>� 동자동� 쪽방촌� 주변� 주요� 건물



- 92 -

ⓐ ⓑ ⓒ

ⓓ ⓔ ⓕ

ⓖ ⓗ ⓘ

ⓙ ⓚ

<표� 3-4>� 동자동� 쪽방촌� 주요지점� 전경

동자동� 쪽방촌에서�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시설물은� 북서쪽의� 지하철� 서

울역� 출입구7)와� 동자동� 쪽방촌� 남서쪽의� 중앙차로버스정류소8)가� 있다.� 이

를� 확인하면� 대중교통중심축은� 61개� 버스노선이� 지나는� 서쪽측면에� 집중

7) 동자동�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역� 출입구는� 11번과� 12번� 출구로� 도보거리� 기
준으로� 각각� 약� 120m와� 125m� 정도이다.

8) 동자동�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중앙차로버스정류소는� 갈월동정류소로� 도보거리� 기
준으로� 약� 400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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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대로중심에�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측면들은� 서쪽측면보다� 상대적으

로� 덜� 발달되어� 있다.

[그림� 3-6]�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정류소를� 통과하는� 버스노선

출처:� 네이버� 대중교통� 버스정보

구� 별
밀집
지역

쪽방
건물

수(동)

쪽방
수

(개)

쪽방거주자(명)

주민
등록자

(명)

기초
생활

수급자
(명)

65세
이상�
홀몸
노인

(명)

장애인
(명)

계
일
시

상
시

용산구 동자동 65 1,158 978 5 973 956 522 330 156

<표� 3-5>� 동자동� 쪽방건물� 및� 생활자� 현황

자료:� 서울시� 내부� 자료를�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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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조사된� 가장� 최신자료인� 2014년� 12월� 통계자료� 기준으로� 서울

특별시� 내� 쪽방촌은� 총� 13개소,� 쪽방거주인구는� 약� 3,700여명으로� 파악되

고� 있다.� 그중� 용산구� 동자동은� 단일� 쪽방촌� 기준으로� 최대� 규모이며<표�

3-5>,� 서울� 시내� 5개소� 밖에� 없는� 쪽방상담소가� 위치하고� 있어� 취약계층

의� 체계적인� 파악과� 관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 � 시� 거주여건� 개선증진�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고� 결과물의� 수

혜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 대상지로서의�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

된다.� 뿐만� 아니라� 동자동의� 지형적� 특성상� 좁은� 역에� 다양한� 미지형이�

분포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쪽방촌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취약요

소들을� 한� 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서울시� 내에서도� 보기� 드문� 지역이다.�

따라서� 거주생활여건을� 저해하는� 다양하고� 각기� 다른� 취약요소들로� 인하

여� 거주적합성을� 악화되고� 거주자들의� 삶의� 질이� 저해되는� 양상을� 보다�

명확히�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 성과물이� 당해지역의� 거주

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본�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쪽방촌� 중� 가장� 큰� 개선효과와� 가장� 많은� 수의� 쪽방거주민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절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쪽방촌 공간정보 취득

1.�촬 무인항공기�제원

본� 연구에서� 사용된� 회전익� 무인항공기는� 초경량� 비행장치로� 엔젤스윙

에서� 제작한� 4엽(쿼드콥터)의� Peace� mapper(PM16)모델이며� 국내에서� 제

작한� 멀티로터� 프레임에� 자동항법장치보드는� 오픈소스코드� FX4와� 오픈소

스하드웨어� Fix-hawk를� 사용하 고,� 사진촬 용� 카메라는� Point� and�

Shoot� 방식의� Cannon� S100� 모델을� 장착하 다.� 카본소재의� 가볍고�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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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체� 프레임은� 내경� 14mm,� 외경� 16mm� 규격으로� 전체� 폭은� 약� 1m�

정도이며,� 프로펠러� 역시� 가볍고� 튼튼하면서� 안정된� 회전을� 위해� 뼈대와�

모양을� 잡기� 위한� 발사나무� 성분에� 카본� 레이어를� 여러� 겹� 덧대어� 붙인�

형태로� 제작되었다.

더불어� Peace� mapper는� 본체에� 무거운� 짐발(gimbals)이� 아닌� 가벼운�

진동� 댐퍼(vibration� damper)를� 사용하여� 짐발을� 탑재했을� 때와� 동일하게�

카메라가� 늘� 수직상태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와� 더불어� 회전모터

의� 떨림� 현상을� 잡아주어� 안정적인� 촬 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 모두를� 취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진촬 용� 무인항공기보다� 본체중량은� 획기적

으로� 줄이면서� 운용성능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의� 강점이� 있다.�

때문에� 카메라를� 기체에� 직접� 장착하고� 고속으로� 비행하더라도�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촬 된� 상이� 항상� 선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Peace� mapper의� 공차중량은� 1.9kg이고� 크기는� 가로� 52cm,� 세로�

52cm,� 높이� 32cm이며� 7000mah� 6cell� 배터리� 1개로� 보통� 30분� 이상의�

비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작업� 시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30분� 이내로� 비행

한다.� 본� 연구에서� 무인항공� 사진측량을� 위해� 사용한� 디지털� 카메라와� 배

터리를� 모두� 탑재한� 총� 중량은� 2.8kg이다.

무인항공기� 제작에� 사용된� 기본� 부품들은� 엔젤스윙에서� 모두� 상용소프

트웨어인� Autodesk사의� Invento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되었고,� 이를�

3D프린터로� 프린팅하기� 위해� STL� 모델링을� 프린트가� 가능하도록� 변환시

켜주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Cura가� 사용되었다.� 본체� 제작� 역시� 엔젤스

윙에서� 3D� 프린터를� 통해� 제작되었는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운 하

는� 해동아이디어팩토리에서� 진행되었고,� 3D� 프린터� 모델은� 구비된�

Ultimaker와� 신도리코� 중� Ultimaker� 모델을� 이용하 다.

3D� 프린팅� 재료는� ABS와� PLA� 중� 무료로� 제공되는� PLA를� 사용하 다.�

PLA는�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로� 석유로� 만들

어진� ABS와� 달리� 실내에서� 출력해도� 냄새가� 약해서� 프린팅에� 적합하고�

본� 모델을� 제작하는데� 이용된� 3D� 프린팅� 기술� 중� 하나인� 압출� 적층법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에도� 적합한� 재료이다(한규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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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Peace� mapper의� 제작� 과정은� 설계-3D프린팅-조립-완성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그림� 3-7]� 압출� 적층법(F.D.M.)� 3D� 프린팅

출처:� 한규택� 외,� 2016

[그림� 3-8]� 3D프린터를� 이용한� 무인항공기� 부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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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Peace� Mapper� (PM16)의� 제원

출처:� 엔젤스윙

2.�무인항공사진측량�촬 계획수립

1)� 촬 대상지의� 촬 정보� 및� 실내계획

촬 � 대상지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대상으로,� 촬 계획수립을� 위해�

촬 � 일자와� 장소� 및� Mission� Planner�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촬 동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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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등의� 계획을� 수립하 다.� 용산구� 동자동과� 같은� 대도시의� 중심부는� 지

형의� 기복이� 심하지는� 않지만� 마천루와� 같은� 고층건물들이� 많고� 도시미기

후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의� 이착륙지점� 선정을� 비롯한� 비

행관제를� 위한� 시야확보와� 지상기준점� 측량을� 위한� 전파수신� 등이� 양호한�

장소를� 찾아� 수시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사전� 현장답

사를� 철저하게� 실시하 고� 촬 동선� 설정� 시� 고층건물의� 위치를� 면밀하게�

살펴� 충분하게� 이격시켜� 건물과� 거리를� 둠으로서� 예상치� 못한� 바람의�

향으로� 무인항공기가� 건물에� 충돌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 다.� 특히� 아무

리� 작은� 무인항공기라도� 일단� 고장이� 나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면� 비상착륙

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비한� 지오펜스(geofence)� 설정� 등�

철저한� 비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 다.� 이후� 실내계획의� 마지막� 단계로�

지상표본거리(GSD)와� 종중복도(Px),� 횡중복도(Py)를�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실감정사 상� 제작을� 위하여� 80%� 이상의� 중복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데� 본� 연구에서는� 3차원� DSM� 모델링� 시� 건조물의� 외벽면을� 잘� 묘사하기�

위하여� 지상표본거리(GSD)� 2cm,� 종중복도(Px)� 65%,� 횡중복도(Py)� 70%

로� 설정하 다.

2)� 비행� 및� 촬 허가

본� 연구의� 대상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의� 경우,� [그림� 3-10]에서�

볼� 수� 있듯이� P-73A� 공역으로� 비행금지공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공에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상촬 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절차는� 촬 허가와�

비행허가에� 관한사항이� 존재한다.� 각� 허가기관에� 촬 목적과� 보안상� 위해

성� 여부� 검토,�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비행승인여부를� 검토를� 받게�

된다.� 먼저� 촬 허가를� 위하여� 허가기관인� 국방부에� 촬 � 7일� 전까지� 촬 �

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 검토를� 맡아� 문제가� 없을� 경우� 촬 � 허가를�

받게� 된다.� 비행허가의� 경우� 허가기관인� 수도방위사령부에� 비행� 7일� 전까

지� 비행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는데� 별� 문제

가� 없을� 경우� 비행일� 하루~이틀� 전에� 승인통보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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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비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출처:� 도시공간세계

3.�무인항공기를�이용한� 상촬 �및� 상처리

1)� 상촬

2016년� 3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동자동� 쪽방촌� 일대를�

대상으로� 드론 상� 촬 을� 진행하 다.� 드론 상� 촬 을� 위하여� 앞서� 언급

된� 비행� 및� 촬 � 인허가관인�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연구자와� 함께� 엔젤스윙과� 서울특별시청� 공간정보담당관� 관계자들

이� 드론 상� 촬 에� 함께� 참여하 다.� 무인항공기의� 이·착륙� 장소설정과�

관제업무� 수행은� 모두� 후암동� 미주아파트� 3동� 옥상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촬 을� 위해� 촬 장소� 사전� 협조� 및� 승인을� 얻고자� 수도방위사령부와� 국

방부� 허가공문을� 지참하여� 미주아파트� 관리소장과� 3월� 8일� 화요일� 면담을�

진행하 고,� 협의를� 마친� 후� 당일� 3동� 옥상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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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드론 상의� 촬 을� 위한� 경로설정에는� Mission� Pla nner가� 사용되었

다.� 본� 프로그램은� Michael� Oborne이� 개발한� GCS(Ground� Control�

System,� 지상통제국)� 역할을� 담당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의�

특징으로는� 구글� 등과� 같은� 지도서비스에� 간단한� Point� and� Click� 방식

으로� 포인트� 항목과� 자동항법장치에� 자율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행을� 마친� 후에는� 자동항법장치에� 의해� 생성된� 로그기록을� 다운로

드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무인항공기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분야에서� 비행기술과� 자세

제어�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Mission� Planner를� 이용하면�

PC의� 비행� 시뮬레이터� 인터페이스� 코드를� 통해� 무인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도� 가상의� 주행�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Hardware-in-the-loop� UAV� 모

의주행을� 수행할� 수� 있다.� 운행하는� 동안� 기체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운행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비행� 중� 기록되는� 자동항

법장치� 로그를� 포함하는� 기록� 원격� 로그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FPV(First� Person� View)� 운용도� 가능하다.� 비행임무� 계획� 설정을� 위한�

비행(촬 ) 역� 및� 경로설정은� 다음과� 같다[그림� 3-11~그림� 3-12].

[그림� 3-11]� 비행(촬 ) 역� 설정 [그림� 3-12]� 비행(촬 )경로� 설정

본� 연구에서� 이용한� Peace� Mapper� 16은� 회전익� 무인항공기로� 50m� 이

하의� 저고도� 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었다.� 연구대상지� 주

변의� 마천루를� 고려,� 2cm급� 초고해상도를� 얻기� 위한� 최적고도에� 근접한�

40m로� 비행하여� 상을� 촬 하 다.� Mission� Planner에는� 자동� 화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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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기능이� 탑재되어�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

을� 통해� 사용자가� 촬 한� 카메라� 모델을� 선택하면�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

이� 자동으로� 해당� 모델의� 카메라와� 미리� 설정된� 촬 조건에� 맞게� 파라미

터를� 보정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계산을� 통하여� 화각을� 설정할� 필요가� 없

다.� 촬 � 중에는� 무인항공기� 동체와� 지상관제시스템을� 모두� 확인하며� 무인

항공기의� 항행상태와� 현� 위치,� 동체에� 접근하는� 조류� 등의� 물체식별,� 배터

리상태� 및� 잔여� 비행량�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 다.

[그림� 3-13]� 무인항공기� 컨트롤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비행� 촬 코스

도심지이므로� 태양� 고도에� 따른� 건물의� 음 면적이� 최소화되는� 정오부

근의� 시간� 중� 바람이� 심하지� 않은� 타이밍을� 택하여� 오전� 10시� 반� 부터� 11

시까지� 4m/s의� 비행속도로� 약� 20여분에� 걸친� 비행을� 통해� 총� 194매의�

사진을� 취득하 다.� 사진촬 은� 사전비행� 계획에� 따라� 촬 고도� 약� 40m,�

종중복도� 65%와� 횡중복도� 70%로� 설정하 다.� 비행시간은� 이륙에서� 착륙

까지� 약� 30여분이� 소요되었으며,� 비행경로는� 총� 11코스,� 촬 사진� 수는�

194장이며,� 이� 중� 174장사진이� 상처리� 및� 분석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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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otoscan을� 이용한� 상처리

본� 연구에서는� 자동 상정합을� 통한� 정사 상제작을� 위해� Agisoft� 社의�

Photoscan� Pro�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진행하 다.� Photoscan� 소프트웨

어의� 자동 상정합은� SfM(Structure� from� Motion)� 기술이� 적용되어� 있

다.� 상처리�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이� 사용자� 매뉴얼이나� 프로그램� help

메뉴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Photoscan� Pro는� SfM알고리즘에서�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그� 처리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Verhoeven,� 2011;� Doneus� et� al,� 2011;� 임수봉� 외,� 2015).�

또한� Photoscan의� 알고리즘은� GPU(Graphics� Processing� Unit)에� 최적

화� 되어� 3D� 그래픽� 연산� 작업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Lucieer� et� al,� 2013).� Photoscan의� 강점은� Mult i-view� 3D�

reconstruction� 기술을� 이용하여� 불규칙하게� 촬 된� 상도� 처리가� 가능

하다는� 것이다.�

Photoscan은� 어떤� 사물을� 하나의� 사진이� 아닌� 중복도가� 적용된� 여러�

장으로� 나뉘어� 있는� still� cut� 사진들을� 이용하여�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손

쉽게� 전문가� 수준의� 3D�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상을� 촬 하더라도� 한� 쌍의� 입체사진만� 있으면� 이미지�

프로세싱이� 가능하고� 상정렬과� 3D� 재구성� 과정이� 완전자동으로� 수행된

다(임수봉� 등� 2015).� Photoscan으로� 촬 된� 사진을� 불러와서� 작업을� 진행

하면� 다음의� 3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3D� texture� 모델을� 생성한다.

[그림� 3-14]� 사진입력� 및� 상의� 위치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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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작업에� 필요한� 사진� 선별

[그림� 3-16]� 상배열� 및� 위치정보� 입력

[그림� 3-15]와� 같이� 입력된� 사진� 중� 목표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 중에�

촬 되어� 상처리작업에� 불필요한� 사진들을�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킨다.�

상처리작업에� 필요한� 사진들을� 이용한� 상집성� 과정을� 통하여� 정밀지도�

제작을� 위한� 정사 상을� 생성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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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촬 � 후� 집성된� 상

4.�지상기준점�및�검사점�측량

본� 연구에서� 정사 상제작� 시� 사용할� GCP를� 획득하기� 위한� 정밀측량을�

수행하기� 위해� ㈜탑콘� 관계자와� 함께� GNSS� 장비를� 이용하여[그림� 3-18]�

연구지역의� 기준점� GCP를� 측량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GNSS� 측량장

비는� TOPCON� HIPER� SR� 모델이고� 수신기는� M3� Mobile로� WIFI� 방식

의� 네트워킹� 연결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3-18]� 연구에� 사용된� GNSS� 장비와�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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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용산구� 동자동은� 서울� 대도심의� 중심부로� 지상기

준점으로� 가용한� 인공시설물들� 외에도� 지적� 도근점(地籍� 圖根點),� 지적측

량기준점,� 도시기준점� 등이� 곳곳에� 산재하여� 지상기준점� 선정에� 있어서� 별

도의� 대공표지를� 설치하지� 않고도� 연구수행이� 가능하 다.� 상에서� 명확

하게� 식별되는� 인공지물이나� 자연지물의� 모서리점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

용하여� 지상기준점의� 좌표결정은�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차선구획선과� 같

이� 상에서� 식별이� 명확한� 페인트� 도색 역의� 모서리점� 등의� 인공시설물�

30곳을� 선정하여� 현장에서� Network� RTK(Real� time� kinematic)� 방식의�

VRS(Virtual� Reference� Station)� 측량방법을� 이용하여� 측량하 다.� 이들�

중� 현장측량� 시� PDOP(Position� Dilution� Of� Precision),� 위성개수,� 사진�

상의� 육안식별�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17곳을� 최종� 기준점으로� 선정하 다.

[그림� 3-19]� 연구대상지의� GCP� 측량현황

먼저� 연구대상지의� 북서쪽� 동자동� 입구� 초입에서� 시작하여� 연구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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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지상기준점� 점의� 조서 [그림� 3-21]� GCP입력� 및� 조정

로� 설정한� 지구계를� 순회하면서� 측량을� 진행하 다.� 선정한� 측선을� 중심으

로� 시간에� 따른� GPS장비와� 교신이� 가능한� 위성의� 개수� 변동을� 관찰하기�

위해� 개수가� 많이� 잡히는� 지점에� 각각� 표식을� 설치하 다.� 도로상에� 설치

된� 말뚝표식은� 약� 5cm� 정도� 크기의� 표식으로�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으로�

인한� 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 다.� 주변에� 고층건물이� 있는� 측선의� 경

우� 위성과의� 통신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 고,� 허용오차� 범위

를� 초과하지� 않는� 측량� 오차가� 발생하 다고� 판단되는� 양호한� 측점은� 모

두� 20여� 곳� 정도 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점의� 위치는� [그림� 3-19]와�

같고,� 각각의� 측점위치에� 대해� [그림� 3-20]과� 같은� 점의� 조서를� 작성하

다.�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측량성과를� 정리한� 측량� 성과표를� 모두� 싣기에

는� 그� 양이� 방대하므로� 측량� 성과표� 전체� 내용은� 부록에� 나타내었다.

5.�정사 상제작과�정확도�평가

1)�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한� DSM과� 실감정사 상제작

보정된� 정사 상은� 상정합,�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등을� 통해� 3차원� 입

체 상을� 생성할� 수� 있다.� 현재� 상정합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중� 범용�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로는� Pix4D,� Visual� SFM,� Microsoft�

ICE,� Agisoft� Photoscan� 등이� 있다<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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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특� 징 비� 고

Photoscan - 3차원� 정사 상제작� 가능

- 다양한� 좌표계� 지원

- GUI� 작업환경� 지원

- UAV� 상� 작업에� 최적화

- 3차원� 정사 상제작� 가능

- 다양한� 좌표계� 지원

- GUI� 작업환경� 지원

- UAV� 상� 작업에� 최적화

상용
Pix4D

Microsoft� ICE
- 파노라마� 모자이크� 가능

- 항공촬 상� 상호표정� 구현
프리웨어

<표� 3-6>� 정사 상� 생성� 및� 전처리� 프로그램

출처:� 이강산� 외,� 2015.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Photoscan과� Pix4D�

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Photoscan은� 러시아에서� 개발된� 소프트웨

어로� CLI(Command� Line� Input)를� 지원하여� 개발자� 친화적이며� 2015년�

기준으로� Pix4D보다� 정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메라� 검정� 모

듈이� 탑재되어�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촬

한� 카메라� 모델을� 선택하면�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당� 모델

의� 카메라� 렌즈왜곡� 수치와� 상� 왜곡량을� 보정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카

메라� 검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가격� 또한� 저렴한� 편이어서� Pix4D의� 절

반가격� 수준이지만� 대용량의� 자료를� 처리할� 경우� 프로세싱이� 불편한� 단점

이� 있다.� 컴퓨터� 성능이� 좋지� 못할� 경우� 작업� 중� 사용자의� 의지와� 관계없

이� 프로그램이� 강제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Pix4D는� 스위스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다.� 사용자를� 배려한� GUI� (Graphic� User� Inter face)로�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갖춰져� 있고� 작업� 시� 정사 상에

서� 흐려지거나� 흔들리거나� 일그러진� 모서리�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Photoscan보다� 상대적으로� 프로세싱� 속도가� 더� 빠른� 반면� 개

발자� CLI(Command� Line� Input)와� 스크립트� 지원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다.� Photoscan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검정� 모듈이� 탑재되어� 캘리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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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그림� 3-23]� DSM과� 모자이크� 상� 생성

션(calibration)�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촬 한� 카메라� 모델을�

선택하면�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당� 모델의� 카메라� 렌즈왜

곡� 수치와� 상� 왜곡량을� 보정해주므로� 별도의� 카메라� 검정을� 수행할� 필

요가� 없다.� Photoscan과� Pix4D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들이�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빠른� 업데이트가�

수시로� 진행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스펙이나� 장·단점평가는� 늘�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Microsoft� ICE는� 미국� MS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다.�

앞에서� 소개한� 소프트웨어들과는� 다르게� 이미지� 정합하는� 기능밖에� 없고�

모델기반자료만� 처리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 그� 밖에�

관련� 프로그램으로� Aerial� Mapper와� Correlator� 3D� 등이� 있다.� Aerial�

Mapper는� 지상기준점� 없이� SIFT방식에� 의해� 상정합을� 수행하여� 모자

이크� 상을� 생성하고,� 실시간으로� 측정된� 무인항공기의� 회전각을� 보정하

여� 외부표정요소를� 추정하는� 소프트웨어다.� Correlator� 3D는� 수치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캐나다� 기업인� SimActive에서� 개발하 고�

입체시� 대신� DSM� 포인트� 클라우드� 상에서� 비지면자료를� 제거� 후� 보간

(Interpolation)을� 통해� DTM을� 추출하여� 지형지물의� 외곽선을� 추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앞에서� 언급하 듯이� 비고차가� 큰� 지형지물의� 사이구

간의� 경우� 오차가� 존재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hotoscan� � Pro�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SfM� 기법으로� 초기� 포인트� 클라우드와� 고밀도� 포

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여[그림� 3-22]� DSM과� 실감정사 상을� 제작하 다

[그림�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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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4]� 동자동� 쪽방촌� 진(실감)정사 상

[그림� 3-24]은� 정사 상� 중� 쪽방촌� 일부분을� 확대한� 모습이� 그림이다.�

모든� 쪽방의� 벽면들이� 거의� 노출되지� 않는� 실감정사 상으로� 잘� 구현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사진측량을� 통해� 완성된� 모자

이크� 상을� 얻을� 수� 있었고[그림� 3-25],� 기존의� 2014년판� 서울시� 항공사

진 상과� 인접작업을� 수행하여�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 3-26].

[그림� 3-25]� 완성된� 모자이크� 상 [그림� 3-26]� 주변부� 인접작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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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확도� 평가

이후� 최종적으로� 완성된� 정사 상의� 정확도를� 평가했다.� 입체시를� 이용

한� 도화를� 통해� 지도제작을� 수행하는� 항공사진측량과는� 다르게,� 무인항공

사진측량에서는� 정사 상을� 이용하여� CAD� 작업을� 통해� 도화하므로� 정사

상과� 수치지도의� 정확도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정확

도� 평가는� 정사 상에서� 검사점을� 선정하여� 좌표를� 추출하고,�

Network-RTK� 방식으로� 각� 검사점의� 좌표를� 실측하여� 두� 좌표간의� 차이

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행하 다.� 이� 때� 검사점은� 정사 상에서� 식별이�

용이한� 도로의� 코너점� 등을� 선정하 다.� 수치지도의� 위치를� GCP를� 적용

하지� 않았을� 때와� 적용했을� 했을� 때의� 지점별� 위치정확도를� 비교한� 표는�

<표� 3-7>와� 같다.

[그림� 3-27]� 실� 사용한� GCP� 배치도



- 111 -

측점

수치지도� 위치 GCP� 미적용 차이 dl GCP� 적용 차이 dl

X(North) Y(East) X'(North) Y'(East) X-X' Y-Y' (m) X''(North) Y''(East) X-X'' Y-Y'' (m)

T001 197709.170 550444.040 197708.304 550441.588 0.866 2.452 2.600 197709.165 550444.041 0.005 -0.001 0.005

T002 197913.370 550419.300 197909.086 550414.578 4.284 4.722 6.376 197913.395 550419.366 -0.025 -0.066 0.071

T003 197694.240 550242.960 197691.382 550244.173 2.858 -1.213 3.105 197694.321 550242.931 -0.081 0.029 0.086

T004 197888.760 550354.600 197884.250 550351.194 4.510 3.406 5.652 197888.810 550354.588 -0.050 0.012 0.051

T005 197695.440 550105.910 197690.733 550109.618 4.707 -3.708 5.992 197695.434 550105.879 0.006 0.031 0.032

T006 197861.020 550168.660 197854.469 550169.180 6.551 -0.520 6.572 197861.039 550168.805 -0.019 -0.145 0.146

<표� 3-7>� 지점별� 정확도

[그림� 3-28]� 정확도� 평가를� 위한� 지점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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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지점별� 정확도� 검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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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Georeferencing� 방식과� 지상기준점� 측량방식의� 정사 상� 정확

도를� 비교·평가한� <표� 3-8>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기준점을� 사용하지� 않

는� Direct� Georeferencing� 방식으로� 정사 상을� 제작할� 경우� RMSE� 오

차는� 5.293m로� 매우� 높은� 수준의� 오차가� 발생하지만,� 지상기준점을� 사용

하여� 정사 상을� 제작할� 경우� RMSE� 오차는� 0.079m로� 매우� 낮은� 수준의�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인항공사진측량� 성과가� 매

우� 양호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1]과� 같이� 지상기준점을� 사

용하는� 방법으로� 제작한� 정사 상을� 기존� 수치지도와� 중첩하여� 비교한� 결

과,� 매우� 정확하게� 들어맞아� 육안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0]� Direct� Georeferencing [그림� 3-31]� 정사 상(+GCP)

결� � 과 Direct� Georeferencing GCP� 적용(m)

분� 석� 결� 과

최소거리 2.600� 최소거리 0.005�

최대거리 6.572� 최대거리 0.146�

평균 5.049� 평균 0.065�

RMSE 5.293� RMSE 0.079�

<표� 3-8>� 정확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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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GIS를 이용한 주거취약지역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DB구축

1.�주거취약요인의�특성과�취약요인�분석을�통한�관심지점정보�선정

1)� 관심지점�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

관심지점� 선정과� 사용자� 의견수렴을� 위해� 쪽방촌과� 연관된� 이해관계자

들과� 면담을� 진행하 고� 다음과� 같은� 필요사항�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 다

<표� 3-9>.� NGO단체는� 엔젤스윙과� 동자동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 고� 서울역� 쪽방상담소는� 정수현� 소장,� 서울시�

자활지원과와� 공간정보과는� 담당주무관과� 인터뷰를� 진행하 다.

구� 분 필요·요구사항

NGO� 단체

-� 지번기준� 쪽방� 위치와� 쪽방기준� 지번주소

- 도로명기준� 쪽방� 위치와� 도로명주소

- 쪽방� 출입구� 상세위치

서울역

쪽방상담소

-� 소방차� 진입� 불가도로� 상세위치

-� 동자동� 내� 생활안전시설

- NGO단체의� 필요·요구사항과� 상동

서울시

자활지원과
- 쪽방상담소� 필요·요구사항과� 상동

서울시

공간정보과

- 지적경계가� 포함된� 지도

- 쪽방촌� 일대� 지적도

<표� 3-9>� 사용자� 맞춤형� 관심지점정보� 조사내역

2)� 취약요인의� 특성과� 취약요인� 분석을� 통한� 관심지표� 도출

사전� 실내조사의� 일환으로� 문헌조사와� 인터넷조사를� 통해� 관심지점도출

을� 위한� 사용자� 의견수렴을� 위해� 취합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관심지점정보

를� 선정하여� 현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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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자료를� 처리해야� 하는� GIS에서는� 중요한� 객체를� 공간� 레이어로� 할

당하고,� 각� 레이어에� 관련된� 속성항목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오충원,� 1996).� 사용자� 맞춤형� 관심지점정보

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통해� 설계한� 쪽방촌� 사용자� 맞춤형� 공간

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심지점항목은� 다음<표3-10>과� 같다.

구분 시설물 내� 용 구축� 속성정보� 필드명

일반

시설물

비상소화

장치함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비

상소화장치함
관리주체,� 비밀번호

CCTV
촬 반경이� 약� 100m인� 다목

적� 및� 방범용� CCTV
관리주체,� 시설명

화장실 공공화장실 시설명

불량

·

노후

시설물

쓰레기

불법투기

지자체에서� 설치한� 쓰레기불

법투기� 금지� 혹은� 경고문� 표

지판� 설치지역

시설명

악취

(하수구)
불결한� 하수구

간이지붕 판자지붕을� 얹어놓은� 형태

위험

시설물

빙상� 및�

낙상사고
급경사의� 언덕지형

감전

위험지역
불량전신주� 및� 낮은� 전선지대 시설명

휠체어

통행불가능
휠체어통행이� 불가능한� 계단

쪽방

상담소

쪽방건물 쪽방에� 해당되는� 건물

지번주소,� 전체층수,� 지

상층수,� 지하층수,� 옥탑

방유무,� 지역구분,� 도로

명주소,

쪽방출입구 쪽방건물의� 쪽방출입구

지번주소,� 전체층수,� 지

상층수,� 지하층수,� 옥탑

방유무,� 지역구분,� 도로

명주소

<표� 3-10>� 쪽방촌�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DB� 관심지점� 항목

자료:� 김세준� 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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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심지점�조사계획�수립�및�현장조사

1)� 실내조사� 및� 현장조사

사전� 실내조사로� 문헌조사와� 인터넷조사를� 통해� 주거취약지역인� 쪽방촌

의� 거주생활여건을� 저해하는� 요소� 12가지와� 관심지점선정을� 위한� 이해관

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취합된� 관심지점� 3가지를� 포함� 총� 15가지� 내용

들을� 바탕으로� 관심지점정보를� 선정하여� 현장조사� 동선계획을� 포함하는�

현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하 다.

A.� 비상소화장치함 B.� CCTV

C.� 공공화장실 D.� 쓰레기불법투기지역

E.� 악취(하수구) F.� 간이지붕

G.� 빙상� 및� 낙상사고� 위험지역 H.� 감전위험지역

I.� 계단 J.� 쪽방출입구

<표� 3-11>� 관심지점�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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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조사� 결과

현장조사� 결과� 비상소화장치함의� 경우� 동자동� 일부� 지점에� 설치되어� 있

으나� 그� 수가� 충분하지� 않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접근로가� 다수� 존재하여� 소방서비스가� 동자동� 전체�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

고� 있었다.� 조사된� 쪽방촌� 관심지점정보의� 수는� 다음<표� 3-12>과� 같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데이터� 수

Ⅰ군 공공시설물

비상소화장치함 7개

공공화장실 2개

CCTV 9개

Ⅱ군 불량/노후시설물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19개

악취(하수구) 4개

간이지붕 1개

Ⅲ군 위험시설물

빙상� 및� 낙상사고� 위험지역 2개

감전위험지역 4개

계단(휠체어통행불가능지역) 8개

Ⅳ군 쪽방촌관리사무소

지번기준쪽방위치 70개

도로명기준쪽방위치 70개

쪽방출입구 101개

<표� 3-12>� 쪽방촌의� 사용자� 맞춤형� 주거취약지역� 관심지점정보� 데이터

3.�주거취약지역�사용자�맞춤형�공간정보�구축�및�지도화

1)� 사용자� 맞춤형� 지도화를� 위한�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

쪽방촌� 사용자� 맞춤형� 지도화를� 위한� 주거취약지역� 공간정보� 구축� 결과

는� 다음<표� 3-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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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분 관심지점정보 총� 개수 지표형태 지표� 관리주체

공공

시설물

비상소화장치함 7 point 용산소방서

CCTV 9 point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U용산종합관제센터

공공화장실 2 point
용산구청,

동자동� 희망나눔카페

불량

·

노후

시설물

쓰레기불법

투기지역
19 point 용산구청

악취(하수구) 4 point 용산구청

간이지붕 1 polygon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위험

시설물

빙상� 및� 낙상사고

위험지역
2

point,

polygon
용산구청

감전위험지역 4 point 한국전력공사

계 단( 휠체 어 통 행

불가능지역)
8 point 용산구청

쪽방

상담소

쪽방건물 70 polygon 서울역쪽방상담소

쪽방출입구 101 point 서울역쪽방상담소

<표� 3-13>� 사용자� 맞춤형� 생활안전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결과

2)� 사용자� 맞춤형� 지도화

본� 연구에서는� 사전� 실내조사인� 문헌조사� 및� 인터넷조사와� 사용자� 맞춤

형� 관심지점정보� 인터뷰조사를�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쪽방촌

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용자� 맞춤형� 지도화� 항목들을�

선정하 다<표� 3-14>.� 최종� 출력물로� 출력되는� 지도는� A0사이즈로� 설정

하 으나�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조사결과� 너무� 크다는� 의견을� 반

하여� 최종적으로� A1사이즈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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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분 사용자� 필요·요구사항

NGO단체

1. 쪽방지번도

2.� 쪽방도로명주소지도

3.� 쪽방건물� 및� 출입구지도

서울역

쪽방상담소

1. 방화주제도(비상소화장치함,� 공공화장실,� 소방차진입불가도로)

2.� CCTV� 위치도

3.� 쓰레기불법투기지역위치도

4.� 취약지역지도(악취-하수구,� 간이지붕,� 휠체어통행불가지역,

� � � 감전위험지역,� 빙상� 및� 낙상사고� 위험지역

5.� 쪽방지번도

6.� 쪽방도로명주소지도

7.� 쪽방건물� 및� 출입구지도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2. 방화주제도(비상소화장치함,� 공공화장실,� 소방차진입불가도로)

2.� CCTV� 위치도

3.� 쓰레기불법투기위치도

4.� 취약지역지도(악취-하수구,� 간이지붕,� 휠체어통행불가지역

� � � 감전위험지역,� 빙상� 및� 낙상사고� 위험지역

5.� 쪽방지번도

6.� 쪽방도로명주소지도

7.� 쪽방건물� 및� 출입구지도

서울특별시

공간정보과

1. 쪽방촌� 지적중첩도

2.� 쪽방촌� 지적도

<표� 3-14>� 사용자� 맞춤형� 생활환경안전정밀지도� 제작목록

(1)� 기본� 주제도

기본적으로� 쪽방촌�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지도화� 대상

은� 초고해상도� 정사 상지도와� 지적지번도� 위에� 대상지역의� 역인� 지구

계를� 표시한� 명확한� 쪽방촌� 경계도이다.� 기존에� 알아보기� 힘든� 약식� 지도

를� 대체할� 수� 있는� 쪽방촌의� 범위와� 경계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지구계를�

정확하게� 시각화하는� 과정으로� 먼저� 쪽방위치도와� 관련하여� 조사된� 쪽방

출입구를� 표시한� 쪽방위치도를� 제작한� 이후� 지번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쪽

방지번도와�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쪽방도로명주소도� 등� 2가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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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작업을� 수행하 다.� 쪽방촌은� 좁은� 골목이� 미로같이� 얽혀있어� 매우� 복

잡하고� 출입구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쪽방촌을� 찾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이� 도시락이나� 생필품,� 연탄� 등을� 배달� 할� 때� 단순� 주소만� 가지고� 목적지

를�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해� 제작된� 본� 상

세지도를� 통하여� 전수조사� 된� 쪽방출입구� 101곳이� 모두� 정밀지도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기존의� 애로사항이� 모두� 해결되었다.

[그림� 3-32]� 동자동�

쪽방촌� 지구계

[그림� 3-33]� 지적도�

기준� 쪽방촌� 지구계

[그림� 3-34]�

쪽방출입구� 지도화

[그림� 3-35]

쪽방� 출입구� 위치도

[그림� 3-36]� 지번�

주소기준� 쪽방지번도

[그림� 3-37]� 도로명�

주소기준� 위치도



- 121 -

(2)� 항목별� 주제도

항목별� 주제도� 제작을� 위해� 기존� 거주지의� 생활여건을� 저해하는� 요소들�

중� 지도화의� 대상선정을� 위하여� 사용자� 의견수렴으로� 취합된� 내용들을� 바

탕으로� 관심지점정보� 12가지를� 선정하 다.� 이후� 실내계획을� 통해� 현장조

사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4월부터� 8월까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하 고,�

다음과� 같은� 주제도� 제작을� 통하여� 사용자� 맞춤형� 관심지점정보� 지도화를�

완료하 다.

①� 사전예방� 시설물의� 지도화

화재발생� 시� 방재작업에� 필요한� 방화시설물과� 관련된� 정보들을� 지도화

한� 결과는� [그림� 3-38]과� 같다.�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이� 어렵고� 대형사고

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

보다.� 동자동� 지구� 내� 비상소화장치함은� 총� 7개소,� 공중화장실은� 총� 2개소

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소방차진입이� 불가능한� 도로는� 총� 11개소 다.� 전

반적으로� 도로� 폭이� 매우� 좁고� 협소하며� 노후화되어� 보행� 친화적이지� 않

은� 골목이� 다수� 존재하는� 쪽방촌의� 특성� 상�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장소

가� 지역� 내� 다수� 존재하고�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이� 어렵다.� 때문에� 현재의� 방재시설물의� 배치로는� 화재� 발생� 시� 소방

서비스가� 동자동� 쪽방촌� 전체� 지역을� 커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점�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있

으나� 일반소화전은� 존재하지� 않아� 방재차원에서� 추후� 본� 주제도를� 소방방

재당국� 관할지서에도� 배포하여� 입지분석을� 통한� 소화전� 신설� 및� 추가배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긴급� 상황� 시� 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

장실은� 쪽방촌� 중심부인� 새꿈어린이공원� 주변으로� 2곳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1곳은� 동자동� 희망나눔카페� 내부에,� 나머지� 1곳은� 공원� 입구� 쪽에�

간이화장실�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동자동� 지구� 내� CCTV는� 총� 9개소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지도화� 결과는� [그림� 3-39]과� 같다.� 현장조사� 및� 지도

도식결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에� 적절한� 개수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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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8]� 동자동� 쪽방촌의�

방화시설물� 지도화

[그림� 3-39]� 동자동� 쪽방촌의�

CCTV� 지도화

A-1 A-2 A-3

A-4 A-5 A-6

A-7 C-1 C-2

<표� 3-15>� 쪽방촌의� 비상소화장치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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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B-2 B-3

B-4 B-5 B-6

B-7 B-8 B-9

<표� 3-16>� 쪽방촌의� CCTV� 목록

②� 취약요소의� 지도화

쓰레기불법투기지점위치를� 지도화한� 결과[그림� 3-39],� 동자동� 지구� 내�

쓰레기불법투기지역은� 총� 19개소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조사기준은� 지자체

에서� 설치한� 투기�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에� 해당된다.� 쓰레기불법투기

가� 발생되는� 지점은� 후미지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지점일� 것이라고� 판단했

으나� 현장조사결과�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눈에� 잘� 띄는� 지

점들에도� 버젓이� 투기가� 횡행하고� 있었다.� 이들� 중� 표지판� 설치와� 함께� 다

목적� CCTV가� 설치되어� 촬 반경� 안에� 들어오는� 지점들은� 더� 이상� 투기

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CCTV가� 없이� 표지판만� 설치된�

지역은� 표지판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투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더불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도상에� 표기되지는�

않지만� 불특정다수의� 지점에서� 투기가� 성행되고� 있는� 지점들이� 다수� 존재

하고� 있었다.� 지속적인� 투기가� 발생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단속� 및� 추가

적인� 표지판� 설치,� CCTV� 확충방안� 등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 이외에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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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 동자동� 쪽방촌의�

쓰레기불법투기지점� 지도화

[그림� 3-41]� 동자동� 쪽방촌의�

취약요소� 지도화

과가� 검증된� 공공화단이나� 공공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거주민친화적인� 접근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쓰레기불법투기지점� 이외에� 사용자� 맞춤형� 관심지점정보로� 선정된� 취약

요소는� 동자동� 지구� 내� 총� 19개소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각각� 악취(하수

구)� 4개소,� 간이지붕� 1개소,� 계단(휠체어통행불가지역)� 8개소,� 감전위험지

역� 4개소,� 빙상� 및� 낙상사고� 위험지역� 2개소를� 지도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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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D-2 D-3

D-4 D-5 D-6

D-7 D-8 D-9

D-10 D-11 D-12

D-13 D-14 D-15

D-16 D-17 D-18

D-19

<표� 3-17>� 쪽방촌의� 쓰레기불법투기지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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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E- 2 E-3

E-4 F-1 G-1

G-2 H-1 H-2

H-3 H-4 I-1

I-2 I-3 I-4

I-5 I- 6 I-7

I-8

<표� 3-18>� 쪽방촌의� 취약요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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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거주취약지역인� 쪽방촌을� 대상으로� 사용자� 맞춤형� 생활

환경안전공간정보� DB구축� 및� 주제도� 제작을� 수행하는데� 무인항공기

(UAV)와� GIS를� 활용함으로써� 적정기술을� 융합하여� 응용하는� 방법론을� 제

시하고,� 이를� 실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일대의� 쪽방촌을� 대상으로�

적용함으로써� 주거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들을� 위

한� 새로운�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 다.

소규모� 지역에서� 마이크로한� 스케일의�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구축함에�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공간정보� 수집� 방법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다.�

전통적인� 공간정보� 획득방법인�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나�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은� 주기성과� 기후조건,� 공간해상도� 등의� 다

양한� 문제로� 구축이� 불가능한� 공간정보� 역이� 존재하 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 맞춤형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지도나�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지역의�

보편성이� 아닌�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필요� 정보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

계가� 명확하게� 존재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기술복지� 차

원에서�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외된� 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취약지역인� 쪽방

촌을� 대상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구축방법론을� 제안하

다.� 제시된� 방법론을� 통해�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도� 무인항

공사진측량과� 지상기준점측량� 방식을� 결합하여� 손쉽게� 허용오차� 범위� 내

의� 무인항공사진측량성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고해상도의� 정사

상지도나� 3차원� 모델과� 같은� 연구대상지역의� 실감적이고� 가시적인� 형태

의� 초정밀공간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간편하고� 손쉽게� 시각화하고� 구현하

는데� 유리한� 프로세스� 모델임을� 검증하 다.� 이를� 통하여� 정태적으로� 마이

크로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동태적으로� 동일한� 장소의� 시간대별�

이용행태나� 점유유형,� 공간적� 특징의� 변화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들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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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기존의� 전통적인� 방

식으로는� 파악� 할� 수� 없거나� 불가능하지만�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는� 강점과� 특징을�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한� 초고해상도 상지

도를� 제작하는� 단계부터� 주거취약지역의� 사용자� 맞춤형� 관심지점정보� 선

정� 및� 자료수집,� GIS를� 이용한� 쪽방촌� 생활환경안전공간정보� DB구축� 및�

주제도� 제작까지의� 전체적인� 작업공정� 프로세스� 모델을� 최초로� 정립하고�

방법론으로� 제시하여� 실제� 적용을� 통해� 완벽하게� 검증함으로써� 지리학에

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공간(空間)� 중에서도� 쪽방촌과� 같은� 주거취약지

역의�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무인항공� 사진측량을� 실시하여� 무인항

공사진을� 촬 하고� GNSS�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초고해상도 상지도제작을�

위한� 지상기준점(GCP)을� 측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상기준점� 측량을�

통해� 얻은� 총� 16개� 기준점� 중� 6점의� 기준점만을� 사용하 으나� 기존�

1:1,000� 수치지형도와� 정확도� 비교� 시� 매우�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축척이� 1:1,000인� 수치지도에서� 현행� 항공사진측량의� 세부도화� 묘사

오차의� 허용범위� 표준편차가� 평면으로� 0.2m~0.4m(최대),� 수직으로�

0.15m~0.3m(최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2013),� 무

인항공사진측량� 방법이� 향후� 소규모지역에� 대한� 수치지도의� 갱신� 등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쪽방촌과� 같은� 마이크로� 스케일의� 소규모지역의� 공간정보수집에� 적합한�

방법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이를� 통하여� 주거취약지역인� 쪽방촌과� 같

은� 소규모지역의� 공간정보� 지도화나� 사용자� 맞춤형� 주제도제작에� 적극적

인� 활용이� 가능함을� 증명하 다.� 서울시� 동자동� 쪽방촌에� 대하여� 무인항공

기로� 촬 하여� 생성한� 정사 상을� 기존� 항공사진 상과� 인접한� 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수치지도와� 중첩한� 최종결과물을� 다음� 그림으로� 나타내었

다[그림� 4-1].� 기존의� 수치지형도와� 중첩을� 통한� 최종� 결과물� 제작�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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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결과,� 모든� 지형지물이� 잘� 일치됨을� 확인하 다.

[그림� 4-1]� 기존� 수치지도와의� 비교

앞으로도� 관련된� 후속� 연구들에서� 탑재체를� 다변화하고� 최근� 급부상하

고� 있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의� 딥러닝(Deep�

Learning)이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시킨다면� 초

고해상도의� 실감정사 상� 제작뿐만� 아니라� 관심지점정보� 자동모니터링,� 취

약요소� 탐지,� 급경사지�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

를� 통해� 민생� 및�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도�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더불어,� 현재�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촬 하는�

항공사진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운 하면서� 쪽방촌과� 같은� 마이크로한�

스케일의� 소규모� 밀집거주지역인� 주거취약지역의� 민생관련�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데� 적절한� 도입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거주밀집지역인� 취약지역으로서의� 쪽방

촌을�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한� 무인항공기� 사진촬 을� 통해� 초고해상도

상지도를� 제작하는� 단계부터� 생활안전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과정까지� 전체

적인� 작업공정� 프로세스� 모델을� 최초로� 정립하고�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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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무인항공기를� 통해� 취득한� 상을� 처리하여� 정사 상과� 수

치지도를� 제작하는� 무인항공사진측량� 전� 과정의� 기본이론과� 기술을� 목적

달성에� 맞게� 재정립함으로써� 향후� 관련분야의� 후속연구� 활성화를� 위한� 단

초를� 제공하 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리적�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 자료수집’이라는� 측면에서�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탐사나� 항공기

를� 이용한� 항공사진측량� 등� 기존의� 전통적인� 공간정보획득방식으로는� 불

가능했지만� 무인항공사진측량을� 통해서만� 가능한� 강점과�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간정보를� 구축했을�

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 및� 비중

이� 축소되어� 품셈� 및� 일당� 기준으로도� 전체적인� 투입비용이� 감소했으며,�

기존의� 입체시� 방식� 도화작업을� 수행했을� 때� 동일한� 작업범위와� 작업량에�

소요되는� 처리시간이� 일주일� 정도� 걸렸던�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

링� 프로세스를� 적용했을� 때� 완성에� 소요된� 시간은� 반나절� 정도 다.� 이를�

통해� 단위시간� 당� 처리되는� 작업량은�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전체적인� 작

업공정시간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의� 전통적

인� 상공간정보구축방법과� 드론의� 상공간정보구축방법을� 비교� 시,� 공간

정보구축� 및� 활용과정에서� 시간적·경제적� 효율성이� 획기적이면서� 비약적

인� 발전을� 이루었음을� 확인하 다.� 또한� 적정기술로써� 쪽방촌의� 취약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됨을� 증명하 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정� 및� 공공

기관에서� 유관� 행정업무에� UAV와� GIS를� 적극� 활용할� 경우� 저비용� 고효

율의� 업무효율을� 담보하고�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지원을� 빠르게� 해� 전반

적인�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셋째,� 주거취약지역인� 쪽방촌을� 대상으로� 사용자� 맞춤형� 공간정보� 지도

화와� 주제도� 제작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쪽방촌

의� 물리적인� 거주여건� 및� 사회적� 생활환경과� 환경적인� 특성들을� 확인하고�

공간적인� 관점에서� 열악한� 거주지인� 쪽방촌을� 좀� 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다방



- 131 -

면의� 연구� 분야에서� 취약지역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이� 이루어지고� 다각적

인� 시도와� 접근들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거주지로서의� 취약지역에� 대한� 접근은� 전무

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거주

지로서의� 거주취약지역에� 주목하고� 이러한� 기준에서� 주거취약지역인� 쪽방

촌에� 대해� 기존� 연구들에서� 생활안전지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

안으로� 강조하고� 있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구축

을� 위하여� 취약지역� 관계자� 및� 사회단체,� 관련기관� 담당자� 면담과� 현장방

문을� 통한� 주거취약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관심지점� 항목을� 선정하고� 현장

조사를� 직접� 수행하 으며� 지역재생을� 위한� 종합적� 기능개선� 및� 활성화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공간정보로� 구축하고� 이를� 지도화하 다.� 이를� 통하여�

거주여건을� 저해시키는� 취약요인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시사

점을� 찾고� 사용자� 맞춤형� 생활환경안전정밀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거주여건� 개선에� 일조하 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악된�

거주여건을� 악화시키는� 취약요인의� 공간적� 분포파악� 및� 입지분석을� 통하

여� 취약요소들에� 대한� 개선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취약지역

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안전향상을� 도모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유관단체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DB구축과� 지도화를� 통해� 실감적으로� 볼� 수� 있는� 생활환경안전정밀지도로�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간과되고�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주거안정� 실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관계

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향후� 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산재해있는� 쪽방촌의� 유형� 분류와� 공간적� 특성� 파악,� 타� 지역의� 쪽방촌� 공

간정보구축을� 통한� 거주여건� 개선지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계기로� 공간을� 다루는� 지리적� 분야에서도� 앞으로�

좀� 더� 폭넓고� 다양한� 관점으로� 주거취약지역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공간들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입지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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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면밀히� 고찰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

한� 분야들의� 취약지역들이� 조명� 받음으로써� 주거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향후� 취약지역과� 관련된� 관심이� 더욱�

깊어질수록�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심도� 깊은� 접근� 역시� 활발

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두에� 언급한대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거주지로서의� 주거취약지역에�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된

다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새롭게�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최종� 시각화된� 사용자� 맞춤형� 쪽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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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경우� 다목적� 공간정보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 월� 지속적으

로� 변화하는� 속도에� 발맞춘� 수정� 및� 갱신작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천만인구의� 서울과� 같은� 거대도시의� 경우� 쪽방촌과� 같은� 열악한� 지

역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택지개발� 등의� 변동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형지물의� 빈번한� 변화내역을� 시기적절하게� 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원격탐사와� 항공사진측량이� 가진� 시간

적‧경제적� 비용과� 한계를� 극복하는데� 무인항공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

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지와� 같은� 소규모� 혹은�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지형지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크로� 스케일� 차원의� 연구에서� 무인항공기�

특유의� 강점과� 이점을�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활용된� 회전익�

무인항공기가� 아닌� 고정익� 무인항공기를� 활용한다면,� 회전익� 무인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인� 소규모� 지역이라는� 공간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대규

모�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도� 무인항공기의� 차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들의� 연구� 성과가� 충실하게� 누적된다면,�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항공사진측량의� 역할을� 대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

을� 통하여� 향후� 공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데� 있어� 무인항공기� 이용을� 장

려하는데� 일조하고,� 지리학의� 다양한� 분과에서�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연구

들이� 창발�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단초가� 되는� 논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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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초경량비행장치�등)

-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

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후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에�

신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공역

� � ②�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종사� 증명� 및� 안전성인증

� � ③�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

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가� 정한�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 ④�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

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용도

� � ⑤�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초경량비

행장치를� 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共濟)

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 � 록┃

□ 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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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항공기대여업에의� 사용

� �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의� 사용

� �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 사고

� � ⑦�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하 을� 때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

의� 소유자가� 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 � ⑧�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

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준수� 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 � ⑨�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안전한� 비행과� 사고�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하여�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변경신고�등)

� �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

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 � ②�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을� 이전하

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③�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초

경량비행장치를� 해체(정비ㆍ개조ㆍ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하는� 해체는� 제

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

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 � ④�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

교통부장관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신고를� 할� 것을� 해당� 초경량비

행장치의� 소유자에게�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 � ⑤� 제4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에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말소신고

를� 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고번호를� 말소할� 수� 있으

며,� 신고번호가� 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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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

행장치의� 조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

다.� 다만,�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

우

� � 3.�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 4.� 제23조제8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5.� 이�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초

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 165 -

제68조(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 �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 � 2.�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 3.�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

위와�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별표� 20� 제2호에� 따른�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 � � � � � 1)� 무인비행기� 및� 무인회전익(無⼈回轉翼)비행장치�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

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

� � � � � �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

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 �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

하는� 행위

� � 5.�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 �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최저비행고도(150

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 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제외한다.

� � 7.�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

(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항공법 시행규칙



- 166 -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 �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

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 ④� 무인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

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구조지원�장비�등)

①� 법� 제23조제9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 � 1.�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말기

� � 2.� 조난구조용� 장비(제1호의� 장비를� 갖출�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는� 다음� � 각� 호와� 같다.

� � 1.�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 � 2.� 계류식� 기구

� � 3.� 동력패러글라이더

� � 4.� 무인비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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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성과표

본� 연구를� 통해� 획득한� 측량성과를� 정리한� GPS측량(GRS80)9) 성과표

는�다음과�같다.

기준점
N(X)좌표

(m)

E(Y)좌표

(m)

타원체고

(m)
위� 도 경� 도 H표고 실측점

dgp01 550,545. 66 8 197,6 41.2 35 52.320 37°� 33'� 15.9531"� N 126°� 58'� 23.8995"� E 29. 034� dgp006

dgp02 55 0,5 17.8 90 197, 657.080 52.738 37°� 33'� 15.0522"� N 126°� 58'� 24.5454"� E 2 9.541� dgp005

dgp03 550,476 .88 3 197,721.7 51 5 5.2 58 37°� 33'� 13.7227"� N 126°� 58'� 27.1807"� E 31.971� dgp009

dgp04 55 0, 418 .800 197,9 08.4 91 7 1.510 37°� 33'� 11.8403"� N 126°� 58'� 34.7894"� E 4 8.218 � 지적 001

dgp05 55 0,398.24 5 197,9 15.717 71.8 02 37°� 33'� 11.1737"� N 126°� 58'� 35.0840"� E 48 .510� dgp 001

dgp06 5 50, 394 .570 197,9 09. 147 71.6 17 37°� 33'� 11.0544"� N 126°� 58'� 34.8163"� E 4 8.325 � 지 적006

dgp07 550,298.7 34 197,9 37.04 0 72.44 0 37°� 33'� 07.9461"� N 126°� 58'� 35.9537"� E 49.147� dgp 008

dgp08 550,092.88 3 197, 98 6.203 61.75 9 37°� 33'� 01.2696"� N 126°� 58'� 37.9587"� E 38.46 5� 도시 002

dgp09 550,074.135 197, 98 1.07 9 6 1.29 8 37°� 33'� 00.6614"� N 126°� 58'� 37.7501"� E 38. 004� dgp007

dgp10 55 0, 105.239 197,749. 154 57.5 39 37°� 33'� 01.6683"� N 126°� 58'� 28.3012"� E 34.24 9� 도시 001

dgp11 55 0, 100.6 33 197 ,737.6 10 56 .920 37°� 33'� 01.5189"� N 126°� 58'� 27.8310"� E 33. 631� dgp003

dgp12 55 0, 08 8.753 197,7 01.592 54.9 06 37°� 33'� 01.1332"� N 126°� 58'� 26.3637"� E 31.617� 지적004

dgp13 550,112.89 6 197 ,702.4 47 55.67 1 37°� 33'� 01.9163"� N 126°� 58'� 26.3983"� E 32. 382 � dgp002

dgp14 55 0,29 3.4 80 197, 648 .94 0 55.518 37°� 33'� 07.7732"� N 126°� 58'� 24.2164"� E 32.2 31� dgp004

dgp15 550,349.76 3 197,7 06 .2 37 6 1.053 37°� 33'� 09.5993"� N 126°� 58'� 26.5501"� E 37.76 5� 지적005

dgp16 550,352. 072 197,7 04.79 4 60.7 07 37°� 33'� 09.6742"� N 126°� 58'� 26.4912"� E 37.419� 지 적003

dgp17 55 0,4 14.309 197,7 10.5 32 57.14 3 37°� 33'� 11.6930"� N 126°� 58'� 26.7243"� E 33.855 � 지적 002

측량� 성과표

9) GRS80(Geodetic� Reference� System� 1980):� GRS80은� 국제측지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Geodesy)가� 1979년� 채택한� 측지체계로서,� 세계� 많
은� 국가들이� 기존의� 측지체계를� GRS80� 측지체계로� 바꾸어�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2007년� 1월부터� 개정된� 측량법에� 의거하여� 기존의� 베셀(Bessel)� 타
원체를� 중심으로� 한� 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인� GRS80으로� 변경하여� 적용,� 사용
하고� 있다(신정엽·이상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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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Build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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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Vulnerabl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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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ase of

Yongsan-gu dongja-dong jjockbang-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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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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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a� model� was� suggested� which� incorporates� and� applies�

appropriate� technology�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s(UAV) and�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GIS) by� building� a� custom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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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information� database(DB) and� mapping� jjockbang-chon�

occupied� by� second-class� citizens� and� other� groups� who� have� been�

socially� neglected.� The� model� was� applied� to� a� jjockbang-chon�

located� in� Dongja-dong,� Yongsa n-gu� in� Seoul� to� explore� and�

evaluate� its� possibility� to� promote� the� convenience� and� benefits� of�

the� second-class� citizens� as� well� as� to� improve� their� living�

conditions.� To� achieve� this,� a� comprehensive� process� was� established�

which� encompasses� from� the� making� of� ultra-high� resolution�

imagery� maps� through� UAV photogrammetry� to� the� building� of�

flophouse� village� spatial� information� DB and� mapping� by� selecting�

customized� information� on� points� of� interest,� collecting� materials�

and� using� GIS,� and� furthermore,� of� the� spaces� considered� subject� in�

geography,� a� measure� was� utilized� as� a� method� to� effectively� obtain�

and� analyze� micro-scale� spat ial� information.� The� summary� of� the�

results� is� as� illustrated� below.

� � First,� it � was� proved� that� the� appropriate� technology� of� UAV and�

GIS significantly� improved� the� vulnerable� conditions� of� flophouse�

village.� Through� building� a� customized� spat ial� information� DB and�

accurate� mapping,� the� possibility� of� contr 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s� of� the� flophouse� residents,� who� were� mostly�

the� neglected� second-class� citizens� and� of� assistant� to� the� realization�

of� their� residential� stability� were� confirmed.� Especially,� by� exploiting�

the� strengths� and� character istics� unique� to� UAV photogrammetry,� the�

physical� and� social� living� conditions� as� well� as� environmental�

conditions� of� the� flophouse� village� were� investigated.� Moreover,� in�

the� aspect� of� space,� a� contribution� was� made� to� comprehensively�

and� extensively� understa nd� the� vulnerable� resident ial� area.� In� order�

to� build� a� consumer-centric� customized� service,� Interview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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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ed� parties� related� to� jjockbang-chon� such� 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ublic� officials� were� done� and�

the� field� study� on� the� jjockbang-chon� and� points� of� interests� of� their�

neighborhood� was� conducted� to� ident ify� needs� for � improvement� of�

the� overall� function� and� revitalizat ion� of� the� area.� After� finishing� the�

tasks,� the� information� gathered� by� the� survey� was� incorporated� to�

the� spatial� information� DB.� As� identification� of� spatial� distribution�

and� location� analysis� on� the� deteriorating� factors� of� living� conditions

enabled� improvements,� it � was� confirmed� that� it� practically� and�

realist ically� promoted� living� safety� and� improved� living� conditions.� It �

was� assessed� that�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will� play� a� sig nificant�

role� in� improvement� of� residential� conditions� and� will� support�

projects� by� identifying� spatial� character istics� of� jjockbang-chons� in�

Republic� of� Korea� and� by� building� jjockbang-chon� spatial�

information� DB.

� � Second,� aerial� photographs� were� taken� via� UAV photogrammetry�

on� the� study� area,� and�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GNSS)�

surveying� equipment� was� used� to� perform� Ground� Control�

Point(GCP)� surveying� and� accuracy� assessment� to� make� ultra-high�

resolution� imagery� maps.� They� displayed� significantly� high� accuracy�

compared� to� the� current� 1:1,000� topographic� map,� even� though� only�

6� of� 16� GCPs� obtained� through� the� field� measurement� were� used.�

Thus,� they� proved� to� be� useful� in� works� for� topographic� map� editing�

which� requires� high� accuracy� and� precision.� Especially,� the� proposed�

model� was� verified� to� be� efficient� measures� to� collect� spatial�

information� in� micro-scale.� When� examined� in� terms� of� ‘spatial�

information� and� data� collection’� necessary� for� geographical� studies,�

the� strengths� and� characteristics� that� were� only� obtainable�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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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V photogrammetry� were� confirmed,� which� would� have� been�

impossible� through� traditional� spatial� informat ion� collecting� methods�

such� as� remote� sensing� and� aer ial� photogrammetry.

� � Third,� in� order� to� perform� UAV photogrammetry� that� well�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vulnerable� areas,� the� basic� theories�

related� to� technological� backgrounds� and� procedures� of� processing�

UAV photogrammetry� were� a nalyzed� and� revisited.� It� was� ver ified�

that� people� without � any� expertise� in� relevant� fields� are� able� to�

acquire� UAV photos� that� were� within� tolerance� range� by� integrating�

UAV photogrammetry� and� GCP surveying.� Especially,� it � was�

reestablished� as� a� process� model� that� visualize� effectively� and�

realize� practical� and� visible� form� of� spatial� information� in� high�

precision� such� as� imagery� maps� or� 3D� models,� providing� a� reference�

for� subsequent� studies� in� the� field.� In� the�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displayed� a� considerable�

improvement� of� economic� efficiency� compared� to� conventional�

methods.� When� the� process� of� building� spatial� informat ion� DB for �

the� jjokbang-chon� of� this� study� required� about� half� a� day� using�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the� traditional� 3D� drawing� method�

took� about� a� week� to� complete� the� same� job� for� ident ical� area� of�

study,� indicating� that� the� rate� of� amount� of� work� done� per� unit�

time� increased� rapidly� and� required� time� and� manpower� decreased�

rapidly,� significantly� reducing� the� overall� cost.

� � Fourth,� in� the� event� that� UAV and� GIS are� employed� in� public�

administrative� matters,� they� will� shorten� any� policy-related� decision�

makings� and� ensure�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ultimately� setting�

off� improvement� in� the� overall� process.� If� the� method� is� 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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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unicipal� administrations,� it� can� be� used� as� base� materials� for �

improving� living� conditions� of� vulnerable� residential� areas,� as�

focused� by� this� study,� and� for� decision� makings� of� relevant� policies.�

Additionally,� if� the� method� proposed� above� is� operated� in� mutually�

supplementary� manner� with� the� aer ial� photogrammetry� conducted�

annually� by� local� gover nment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public�

monitor ing� system.� Especially,� if� the� platform� is� combined� with� the�

emerging� artificial� intelligence(AI)-based� deep� learning� or� machine�

learning� algorithms,� it� can� not� only� be� utilized� in� ultra-high�

resolution� imagery� map� making� for� micro-scale� areas� but� also� in�

various� fields� including� automatic� monitoring,� detecting� vulnerable�

factors� and� analyzing� steep-sloped� areas� with� regard� to� temporal�

change� in� spatial� characteristics� such� as� physical� landscape� and� type�

of� occupancy� in� points� of� interest.� It � may� provide� practical� benefits�

to� subsequent�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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