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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안전은 다양하고 복잡한 산업입니다. 화재, 수색 구조 임무, 차량 충돌 
등 모든 사고 사례가 절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공공 안전에 대한 운영은 
항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산불을 막기 위해 덤불을 치우는 것과 같은 
기술은 오래 전 부터 사용되오던 기술이지만, 실종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열화상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다른 기술들은 훨씬 더 현대적이죠.  
이런 현대적 기술에 드론과 매핑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드론 매핑을 
사용해야할까요?

사진 측량 또는 이미지로부터의 측정을 통해 모델과 

맵을 생성하고 거리를 측정하며 공간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량 데이터 수집은 비상 대응 또는 재해 

대비를 위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인력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이 데이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작업뿐만 아니라 LiDAR 또는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다른 장비와 함께 사용됩니다.

드론과 관련한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며 이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빠르게 

실종자나 부상자를 찾는 수색 구조 분야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드론과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 맵을 공유하고 세계 

각국의 정보와 전문지식을 순식간에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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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긴급 대응을 위한 드론

환경 및 재해 위험 감소 및 대응

수색과 구조

사진 측량법을 활용한 충돌 사고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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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s 42 – 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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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이 eBook은 드론이 몇 가지 핵심 영역에서 공공 안전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탐색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부문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 외에도, 이 장에서는 공공 안전 작업에서 

이미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의 사례, 모범 사례에 

대한 팁 및 워크플로우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합니니다.

드론과 UAV는 예방 조치를 통해 또는 이벤트에 

대응하여 인명을 구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드론 작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얼마나 빠른지, 기존 

워크플로우와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해 드론 작업이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채택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드론과 UAV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화재 시 긴급 
대응을 위한 드론01 이 장은 특히 화재와 비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산불인지, 도시 

화재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르며, 화재 관리와 대응을 위한 드론과 사진 

측량법의 몇 가지 주요 용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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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주요 기능

드론의 장점

• 

• 

• 

산불 예측

산불 추적 및 확산 감속

산불 피해 복구

화재 평가를 위한 정보 수집

전략적 대응 계획 수립 지원

불안정한 구조물 손상 평가

화재 조사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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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4Dreact

• Pix4Dmapper 

• Pix4Dcloud

• Pix4Dcapture

• 

• 

• 

• 

이 장에서는 산불에 초점을 두고 산불 복구 

노력뿐만 아니라 화재 예측, 대응 및 추적에 관한 

사용 사례를 다룹니다. 또한 실탄 대응 및 조사에 

드론을 사용하는 권장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불은 비상 대응과 공공 안전에 여러 난제를 

제기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세부 사항입니다.

사진 측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쉽게 결과를 

검사하고 주석을 달 수 있으며, 위험에 처한 

건물이나 잠재적 화재 가속기 및 장애물과 같은  

지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다른 

팀으로 내보낼 수 있으므로 의사 결정자는 

리소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날씨에 의해 촉진될 수 있고, 방향이 

예측할 수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산불은 사람과 자연 모두에 의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산불은 기후 비상 사태로 악화되는 자연적인 

순환입니다.  

숲과 관목 관리를 통해 산불로 인해 초목 

파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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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측하기
산불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원을 제때에 배치하고 산불 취약 지역의 

주민들에게 경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광범위한 화재 예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드론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드론이 수집한 고품질 이미지를 적절한 

소프트웨어에 업로드해 지상통제팀이나 검사관을 

다른 위치에 배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의
산불 예측

USE CASE

Pix4Dreact, Pix4Dmapper 

 

위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처리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커스텀 제작 드론,
FLIR Duo Pro R for RGB,
Microsoft Surface laptop

1-2분 (10에이커 미만)
4-5분 (40에이커 화재) 

WAFERS(예측과 조기 대응 시스템에 의한 산불 회피)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을 예측하는 일을 합니다. 압둘모센 알리사가 이끄는 이 팀은 2019년 

PIX4D 기후 콘테스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열과 RGB 드론 지도를 

이용해 산불을 추적해 확산을 예측하는데, 이는 산불을 처음부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WAFERS 팀을 위한
드론 매핑 사용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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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WAFERS 팀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으로 

산불 관리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화재의 확산을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잠재적인, 임박한 화재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화재 예측

비용 절감

기후 영향 감소

정확성

산불은 하루에 60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것과 같은 현재의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은 실행하는 데 최대 3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위성 이미지, 헬리콥터 또는 항공기와 

같은 기존의 화재 평가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느리며 노동이 필요한 워크플로우를 사용합니다.



주요점 

-

WAFERS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 
•
 •

 

WAFERS 시스템은 RGB와 열 카메라가 장착된 맞춤형 

회전익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회전익 드론은 험준한 

지형 위를 짧게 비행하기에 좋습니다. 회전익 드론은 

고정익 드론보다 좁은 공간에 착륙할 수도 있습니다.

워크플로우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Pix4Dmapper로 가져와 열 지도를 생성하여 열이 

감지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불이 감지되었습니다. WAFERS의 전문 알고리즘은 

'what-if' 분석을 통해 화재 확산을 자동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Pix4Dreact를 사용하여 산불 확산 패턴을 추정하기 

위한 orthomosaic를 생성합니다.  

일기 예보 데이터를 상호 참조합니다.

1.  

2.

  

3.

  

4.

  

5.

WAFERS 팀은 응급 대응자들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은 현장 및 오프라인으로 작업하여 

최초 대응자가 멀리 떨어진 사무실과 협력해야 할 때 

발생하는 통신 장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가용성을 통해 응급 대응자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요소를 최대한 활용

워크플로우에 맞게 조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하고 최적화



적절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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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4Dreact

• Pix4Dmapper

• Pix4Dcapture

산불 추적하기
(그리고 용암까지!)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이를 예측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불에 대한 정기적인 

최신 정보가 항상 필요합니다.

WAFERS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실시간 정보와 통합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 추적을 위한 사진 측량의 핵심 요소는 대피 

경로, 자원 배치 및 대중 인식과 관련된 결정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는 빅 아일랜드에서 

10개 이상의 용암 균열을 일으켰고, 지진을 유발했습니다. Ryan Perroy 박사가 

이끄는 하와이 대학 힐로(UH Hilo) 연구팀은 재난 완화를 돕기 위해 용암의 

흐름을 매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지원은 민방위 당국에 의해 

요청되었습니다. 그들은 2014년 분화 당시 하와이의 용암 흐름을 매핑한 

전문가 Nathan Stephenson 박사를 보낸 Frontier Precision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미국 하와이 푸나
위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처리 시간

Pix4Dmapper  

DJI Matrice 200,
Inspire 1, Inspire 2 

 

 

15 - 20분
[고속 처리 모드]

 

 

사용 사례

용암 매핑하기



용암 틈새의 열은 1,200 °C에 달합니다. Perroy 

박사와 UH Hilo Spatial Data Analysis & 

Visualization (SDAV) 연구소는 Lower East Lift 

Zone의 기반시설, 도로, 주택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용암 균열 매핑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팀은 용암을 추적하기 위해 밤낮으로 드론을 

날렸습니다. 영공은 비필수적인 교통으로 정리되어 

비워졌기에, 팀이 예측할 수 없는 공중 위험을 

일으킬 염려 없이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FAA의 특별 허가를 받아 305미터(1000피트)에서 

비행했습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캡처에 필요한 

이미지가 적으므로 데이터 처리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위험 영역: 

고속도로 구간  

이유: 

중요 대피 경로   

관측치: 

도로가 갈라지고 증기가 발생했지만 균열이 완전히 

폭발하지 않았고, 도로에는 균열이 생겼지만 두꺼운 

철판들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2014년에는 없었던 열화상 

카메라로 밤에 더 정확하게 

지도를 그릴 수 있고 큰 열 

신호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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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han Stephenson 박사

“

”



주요점 

적용된 Pix4Dmapper 기능:

• 

•

 

•

• 

• 

• 

• 

빠른 처리 모드로 20분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세부사항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용암이 

얼마나 이동했고, 얼마나 멀리 있는지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기준점(GCP)이 항상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용암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했지만, 항상 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GCP는 또한 용암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진은 지형이 움직이며 GCP를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속한 매핑은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팀 안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결과를 공유하면 자원을 더 빨리 동원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화재와 빠르게 움직이는 열원을 추적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Wi-Fi 핫스팟을 사용하여 DropBox를 

통해 결과를 공유하고 USGS, 민방위, 소방서 및 

시장 사무실로 구성된 비상 관리 팀에 직접 이를 

전송했습니다.

용암은 때때로 1시간 안에 30미터(100피트)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실시간 업데이트는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연구팀은 기본 

지도와 국가 로드맵 위에 orthomosaic를 겹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암이 변화하는 위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총 소요 시간: 

4개월, 주 7일 작업



적절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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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해 복구
드디어 드론을 이용한 산불 복구 작업이 시작됩니다. 

산불은 환경과 기반시설 모두에 끼칠 수 있는 엄청난 

피해이다. 여기에 다시 한번, 사진 측량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거리를 측정하고 

물질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해야 

할 수도 있는 손상의 규모나 큰 물체에 대해 당국에 

알립니다.

PIX4Dreact

(2D 맵과 orthomosaic)  

PIX4Dmapper

(부피 측정, 3D 모델 생성)  

PIX4Dcapture

(비행 계획 자동화)



GeoAcuity와 함께 일하는 Greg Crutsinger 박사는 주민들이 돌아오기 전에 

손상 지역의 지도를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대피한 사람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이 컸습니다. 또한 탐색하기 어려운 

지형이었기 때문에, 측량 지역을 다루기 쉽도록 팀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분업으로 데이터 수집의 전체 과정이 빨라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불 대처

사용 사례

SOFTWARE

Pix4Dreact

TOTAL IMAGES

+ 10,000

AREA MAPPED

6,000 에이커
(24 km²)

약 48시간

GSD 

0.7 - 1.5 in

HARDWARE

Phantom 4 Pro, Mavic 2,
Mavic Enterprise, Wingtra One 

 

PROJECT TIME 

LOCATION

 미국 캘리포니아
볼더 크릭



PIX4Dreact 장점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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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데이터 수집을 위해 팀을 파견했습니다.  

팀은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20분 안에 데이터가 처리됩니다.  

결과를 검사하고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팀이 새로운 영역에 재배정되고 GeoTIFF로 

결과를 공유합니다.

빠른 처리

결과가 나오면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합니다.

쉬운 검사

간편한 내보내기

GeoTiff로내보내기

위성 이미지와 비교하여 사용되는 상호적인 

전후 지도를 생성했습니다.  

주소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주민들은 화재 경로와 재산 피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지 경계선을 추가하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화재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1.  

2.  

3.  

4.  

5.

워크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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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불 복구
비교 사용 사례

FRNSW 산불&항공부대는 홍수 대응, 유해 물질 사고, 산불 지원, 지하 화재 

모니터링, 사고 후 재난 지원 복구, 화재 피해 잔해 부피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2019-2020년 호주 산불 이후 피해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개별 자산 피해 수준 

과 호주 전역의 커뮤니티 전체에서 피해 잔해의 양을 추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소방 및 구조대

7,500

 

5일(처리시간 9시간)

Pix4Dmapper, Pix4Dcapture

GSD 

2 - 3 cm/px

 

DJI Mavic 2, DJI M210 + X5S 센서

소프트웨어

조직

총 촬영된 이미지

프로젝트 소요 시간

하드웨어



주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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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호주 산불 기간에는 소방관 9명을 

포함하여 33명이 사망하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 67%인 

530만 헥타르(1300만 에이커)가 불탔습니다. NSW

주에서는 거의 2,500채의 가옥이 손실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폐기물을 생겼습니다. 이 중 석면과 

같은 일부 물질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FRNSW 산불 

&항공 부대에서 주의 깊게 목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은 폐기물 관리 대행업체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어떤 일을 얼마만큼 

처리할 것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조직적 기법은 폐기물을 분류하는 것이었습니다.

•  친환경 폐기물(유기농)

•  복구 가능한 재료

•  차량 및 장비

•  건축 폐기물

•  석면 폐기물

•  유해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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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화재 및 드론
드론은 화재에 대응하는 것 뿐 아니라 화재를 

예방하거나 피해 복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장비 배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현재 상황에 대한 큰 그림을 제공합니다. 

이는 산불 뿐만 아니라 도시의 화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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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화재 및 
피해 평가

위치

소프트웨어

총 촬영된 이미지

처리 시간

조사 면적

Pix4Dreact 

화재사진 108장, 조사 사진 39장

화재시 6분, 조사시 8분

화재시 594m²(710야드²), 
조사시 552m²(660야드²)

 

프랑스 이블린

 

사용 사례

이블린 소방서는 2020년 여름 창고 화재에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이 

현장에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불 중, 두 번째는 조사를 위한 피해 

평가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24

 

 
2.

3.1.

 

화재 현장 대응
워크플로우

드론 조종사를 위한 통제 구역을 설정합니다. 
일반인이나 기타 소방관은 주의를 흐트릴 수 
있습니다.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파트너와 
조종사가 협력합니다. 조종사는 사고 지휘관과 
협력하여 지상 장애물을 찾고 드론에서 나오는 
자료를 분석합니다. 파트너는 드론의 시야를 
확보하고 현지 공군 관제소와 통신하는 등 항공 
안전을 책임집니다.

표준 관리 노트북으로 현장에서 Pix4Dreact의 
데이터를 처리하면 10분 이내에 결과를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지휘관에게 화재 
강도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드론이 열화상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드론 조종사들은 화재 
조사를 위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몇 달 후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리를 측정하고 
손상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2D 지도를 생성했습니다.



 02 환경 및 재해 
위험 감소 및 대응



드론 사용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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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안전은 단순히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완화하고 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계속 고조되면서, 기후로 

인해 촉발되는 사건에 대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역 사회는 기후 

변화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으며 이 변화가 인간의 

삶과 지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한 인구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 홍수, 산사태, 가뭄 또는 열대 저기압과 같은 

이러한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면 정부, 지역 

사회 및 NGO가 재난 위험 감소 조치를 시행하여 

이러한 사건의 영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론과 휴대용 기기 등 모바일 

고해상도 카메라를 사용하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인사이트를 포착하고, 데이터를 해석하고 전파하기 

위해 올바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공공 안전 

운영자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구하며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평가 및 신속한 피해평가  

대규모 토지 부피 계산  

불안정한 구조의 정확한 모델 생성  

수집된 데이터를 관련 기관과 쉽게 공유  

변화하는 지형 또는 복구 노력에 대한 최신 

기록 보유



추천 소프트웨어

1. 준비

준비는 시간을 절약하고, 이는 결국 생명을 구합니다. 

경고 시스템, 환경 모니터링 및 대중 인식 제고와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일부 

이벤트입니다. 드론은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검사하고, 다른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위험 지점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대응

사건이 발생하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빠른 

대응이 우선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사건에 

대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 구조원이 

적절한 정보 없이 사건에 대응하는 경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과 신속한 조치 사이의 균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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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x4Dcapture

• Pix4Dreact

• Pix4Dmapper 

• Pix4D

• Pix4Dcloud

기후 관련 공공 안전 
관리에는 두 가지 주요 
영역이 포함됩니다.



황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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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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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현장의 조감도를 제공합니다. 적절한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드론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열 신호를 포착하고, 부피를 측정하고, 

거리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과거의 재난이 수백년이 지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난을 기억하세요. 지각 활동은 

예측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세계의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장기간 동안 비활성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공공 안전 구역의 인적 역사와 지리적 

특성을 이해하면 가장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 대비를 위해 드론을 사용할 때의 이점:

배치 준비가 된 정보 은행: 수색과 구조와 같은 

상황에는 지역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다른 

대응자는 취약한 지역의 지도를 사용하여 

홍수의 저점을 식별하거나 지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위치를   식별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위험 식별: 위치를 분석한다는 것은 나중에 

위험할 수 있는 세부 정보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삼림 벌채 비율이 높은 지역 또는 

황폐한 항구 벽을 식별합니다.  

도시 추적: 건물과 사람들의 위치에 대한 최신 

정보는 재해 발생 시 대응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시에 거주자의 거주지에 대한 기록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인구 분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형 측량: 고도는 재해에 대한 취약성과 

지역마다 더 많이 발생하는 재해 유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산악 지역의 지역사회는 

눈과 관련된 극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고도가 낮은 지역은 홍수 위험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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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자연 및 기후 관련 재해 대비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홍수 예방 - 홍수 위험, 지형 패턴을 식별하고 

특정 위치의 홍수 이동 및 강도를 예측합니다.

지진 대비 - 지각 활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교량이나 댐과 같은 구조물 및 손상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있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파악합니다. 

쓰나미 예방/인식 - 홍수에 취약할 수 있는 

저지대 지역을 찾아 해당 지역에 경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허리케인/열대 저기압 취약성 - 쓰나미 또는 홍수 

예방과 유사하며 위험 영역을 파악하고 관리 

전략을 계획합니다.

눈사태 예측 - 산의 구조와 모양을 분석하여 눈이 

내리는 위치를 예측하고 눈사태 관리를 

계획합니다.

산불 관리 - 계획된 화재, 덤불 제거 및 

캠프파이어 관리뿐만 아니라 건조한 지역의 

지형을 매핑합니다.

가뭄 완화 - 현재 수위를 매핑하고 지역에 대한 

분배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지하수 수위을 

측정하기 위해 식물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합니다.

산사태 방지 - 위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강수량 

수준에 따라 삼림 벌채를 추적하고 필요에 따라 

인구를 대피시킵니다.

화산 폭발 - 그 무엇으로도 화산 폭발을 막을 수는 

없지만 화산 크기, 간헐천 활동 또는 마그마 

생성의 변화를 추적하면 더 큰 폭발을 암시할 수 

있는 활동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드론으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 과학자들이 이러한 변화와 

변화를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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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양쯔강은 아시아에서 가장 길고, 이 지역은 거대한 인구를 지탱합니다. 

거대한 내륙 항구가 있는 전장시는 2013년 한 해에만 1억4000만 톤의 화물이 

정박했습니다. 그러나 양쯔강은 대부분의 강과 마찬가지로 범람하기 쉽습니다. 

중국 전역으로 도시 거주지가 확산되면서, 강은 보다 효율적인 배수 시스템으로 

인해 수로로 더 빨리 유입되는 많은 양의 물을 부담합니다. 이것은 이미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홍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사용 사례

위치

소프트웨어

총 촬영된 이미지

매핑된 면적

하드웨어

비행 시간

결과물
Pix4Dmapper

21,000

400 km²  
(154 mi ²)

GSD 

8 cm (3.15 in)

 

Orthomosaic

MMC Griflion M8 드론
Sony A7R2 카메라

 
15일, 
40시간 이상

중국 장쑤성 전장시 

양쯔강
매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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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시 홍수 통제국의 당국은 양쯔강 주변 지역을 

매핑하여 홍수에 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400km²(154mi²)에 걸쳐 

매핑되었습니다. 총 비행 시간은 15일 동안 40시간 

이상이었고 21,000개의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출력은 GSD가 8cm(3.14인치)인 고해상도 정류 

orthomosaic였습니다.

orthomosaic는 기존 홍수 계획 지도, 수자원 보존 

데이터 및 관련 정보와 결합되었습니다. 이 파일과 

데이터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파일과 데이터는  Pix4Dmapper로 

생성되었으며, 사용자 정의 기반 맵을 생성하기 위해 

분석되었습니다.

목표: 양쯔강 유역의 100km(62마일), 양쪽 깊이 

500m(0.3마일)의 고해상도 orthomosaic 사진을 

생성합니다. 전체 지도는 높은 지상 샘플링 거리를 

갖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위치: 양중시 시라이차오진 서쪽에 있는 쥐룽시 

다다오강, 강의 일부 섬 포함.



주요점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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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상 통제점에 지그재그 배치를 사용하세요. 이는 

전체 길이 매핑 및 유사한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합니다(프로젝트의 크기 및 규모에 대해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160개의 GCP가 사용됨).

이미지 간의 중첩이 높으면 정확한 GSD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정면 75%, 측면 

70%가 중첩되었습니다.

조사된 지역의 규모로 인해 이 프로젝트에 GCP와 

RTK/PPK를 함께 사용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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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위치

소프트웨어

캡처된 이미지 수

침식 원인

프랑스 브리타니 
플랑그뉴얼 

Pix4Dmapper, QGIS, Cloud Compare 

604 (장소1), 250 (장소 2) 

강력한 폭풍,
기후 변화로 악화 

OUTPUTS

Orthomosaic, DSM, 포인트 클라우드

HARDWARE

senseFly eBee, DJI Phantom 3 Pro 

 

해안 침식 평가 해안선은 해안 침식의 결과로 자연적으로 변합니다. 절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안정한 부분들이 바다나 모래로 떨어지면서 형태와 구조를 

잃습니다. 절벽의 상태와 구조를 확인하면 당국에 붕괴 가능성을 알리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은 절벽 

아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과 함께 떨어질 수 있는 절벽 위의 

사람이나 건물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주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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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안선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 규정에 따라 드론의 비행 범위가 

1km(0.62마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종사는 

여러 차례 착륙과 이륙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20킬로(44파운드)의 장비를 들고 현장까지 

하이킹을 해야 했습니다. 비행은 절벽 기준선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 썰물과 일치하도록 시간을 

맞춰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폭풍은 

가을과 겨울에 가장 심하기 때문에 침식 정도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비행을 해야했지만, 이는 적절한 날씨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관광객의 보행로가 위험할 정도로 침식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0.7cm(0.2인치)의 GSD를 

산출한 정밀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오픈 소스 Cloud Compare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침식을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 절벽 붕괴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어 공공 안전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절벽 기준선 측정

절벽 위의 관광 산책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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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대응
슬프게도, 특히 자연 재해의 경우 재해에 

대비한다고 해서 이것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해에 대한 대비 역시 시간을 절약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는 피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평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확인, 

응답자들의 조정, 피해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분배 방법에 대한 계획을 정의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론은 현장에 있는 팀의 평가 

능력을 확장하고 그들이 더 빨리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수적인 인사이트를 모으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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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바하마 

Pix4Dreact 

FLIR Systems
SkyRanger R70 드론  

 

사용 사례

허리케인 도리안
이후의 빠른 매핑

허리케인 도리안은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바하마를 강타한 5등급 

허리케인입니다. 이는 극적으로 허리케인이 많았던 해 동안 발생했지만 그 

해에 가장 강력했다. 상륙 당시 허리케인은 시속 297km의 강풍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주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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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허리케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위험한 요소를 나타냅니다.

 

• 

• 

• 

• 

이 프로젝트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 규정에 따라 

드론의 비행 범위가 1km(0.62마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종사는 여러 차례 착륙과 

이륙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20

킬로(44파운드)의 장비를 들고 현장까지 

하이킹을 해야 했습니다. 비행은 절벽 기준선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 썰물과 일치하도록 

시간을 맞춰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폭풍은 가을과 겨울에 가장 심하기 

때문에 침식 정도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비행을 

해야했지만, 이는 적절한 날씨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은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수백 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캐나다 NGO인 GlobalMedic는 

재난 대응을 돕기 위해 바하마 정부와 

협력했습니다.

GlobalMedic의 드론은 상황 인식을 제공하여 

피해가 집중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Pix4Dreact는 측정뿐만 

아니라 검사도 가능한 2D 맵 형태로 데이터를 

렌더링했습니다.

팀은 이상적인 날씨를 기다리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비행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기존 조사 및 

데이터에 중된 지도를 생성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 다음 슬라이더 도구를 사용하여 

허리케인 전후를 비교했습니다. 이는 피해 범위를 

파악하고 사람들이 도움이나 구조가 필요할 수 있는 

곳에 자원을 배치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데이터를 빨리 수집하는 것이 이상적인 날씨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기존 조사와 데이터를 활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D 맵은 더 빨리 생성할 수 있어 가치가 

있었습니다.



PROJECT AIM

Map and assess forest damage 
to salvage the wood.  

TOTAL AREA MAPPED

9.45 km2 (3.86 mi²)

TOTAL IMAGES

3,942 

AVERAGE GSD

5.6 cm (2.2 inches)

 

사용 사례

파네베지오 숲
폭풍우

2018년 10월 이탈리아 북동부에서 거대한 폭풍우가 파네베지오 지방 

산림을 강타했습니다. 시속 217km(134mph)의 바람이 불어 세계 유산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폭풍우로 인해 최대 850만 그루의 나무가 

뽑혔습니다. 이 나무는 공명율이 뛰어나고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비롯한 고가의 악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위치
이탈리아 트렌티노
파네베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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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당국은 Servizio Anticendi e 

Protezione Civile에 피해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총 면적이 

10km²(3.86mi²) 미만인 11개의 심각한 

영향을 받은 위치에 집중했습니다.

워크플로우:

3D 모델은 숲의 피해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폭풍우에 쓰러진 목재의 

70%는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비행 규정을 확인합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서 이륙합니다.  

사전 계획된 비행을 통해 또는 전문 조종사가 

수동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미지가 Pix4Dcloud에 업로드됩니다.  

3D 모델을 제작하여 산림 당국과 

공유했습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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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콜롬비아

총 매핑된 면적

결과물

200헥타르 (495에이커)

.kml 파일

프로젝트 목표
데이터 수집,
구조 작업 정보 제공

슬프게도, 특히 자연 재해의 경우 재해에 

대비한다고 해서 이것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해에 대한 대비 역시 시간을 절약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는 피해에 대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평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의 확인, 

응답자들의 조정, 피해 지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분배 방법에 대한 계획을 정의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사용 사례

콜롬비아 산사태 콜롬비아는 열대성 기후를 가진 나라로 일년 내내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2017년 모코아 산사태가 발생한 때와 같이 비정상적인 강우량 

패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4,000명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고, 300명이 사망했습니다.



• 

• 

•
 

산사태는 인명구조와 신원확인에 대한 시간적 

압박이 높기 때문에 긴급 대응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 기관 Unidad Nacional 

para la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UNGRD)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GlobalMedic은 RescUAV 

팀을 모코아에 보내 지원했습니다.

워크플로우:

생성된 지도 덕분에 이동 중에도 지형 조건을 

평가하여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긴급 구조대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이 

지도는 중요한 기반 시설 손상을 정량화하여 

관리하고, 향후 홍수 및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을 

식별하고, 이재민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 및 기반 시설을 계획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계획하려면 자재의 국지적 투입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비행 계획은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자동화는 큰 이점을 입증했습니다.  

데이터는 1회용이 아닌 향후 위험 분석을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1. Pix4Dcapture로 비행 계획 및 자동 실행

2. Pix4Dmapper로 이미지 가져옴

3. Pix4Dmapper를 사용하여 오프라인 처리

주요점



03 수색과 구조
수색 및 구조는 효율성 집약적인 분야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생을 

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공 안전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것의 운영은 매우 예측할 수 없습니다. 수색 및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팀은 적응이 가능하고, 빠르고,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신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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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드론과 구조/수색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구조와 

수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Gene Robinson
"First to Deploy"의 저자 - 

수색 및 구조 & 법 집행용 무인 항공기"

어떤 것에 대해 미리 알고 있으면
그것을 대비할 수 있다.

드론과 사진 측량은 이러한 요인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 피드가 상황 

인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조감도의 가치는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헬리콥터는 

더 넓은 지역이나 고르지 않은 지형을 수색할 때 자주 

배치됩니다. 그러나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항상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피드가 처음 나타나는 것처럼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

지형

수색중인 지역

실종자 수

지상 장애물 - 예: 건물 잔해,, 낙석, 눈사태 등



드론 사용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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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빠른 공중 정찰 - 지형, 수색 지역 범위를 평가하고 

시각적 단서를 식별합니다.  

검색 영역을 빠르게 확장 - 실제 팀이 위치에 

도달하는 것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높은 디테일 및 해상도 이미지 - 구조 활동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작은 세부 사항을 발견합니다.

빠른 처리 또는 내보내기 가능 - 즉시 지도를 

얻거나 현장 안팎에서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작업 - 응답 영역의 지도를 미리 

로드하여 현장에 있어도 탐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리 측정 - 처리 후 이미지에서 직접 강과 

같은 장애물의 너비에 대해 팀에 알립니다.

특수 카메라 -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여 더 

많은 장면을 보고 어둡거나 어려운 조건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식별합니다.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데이터 제공 - 지형을 

이해하고 방심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이해합니다.



적절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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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4Dcapture 
 -

 -

• Pix4Dreact
 -

 -

 -

 -

• Pix4Dmapper 

 -

 -

 -

Gene Robinson은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 UAV 

사용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는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드론 기술의 활용을 

개척했습니다. 그는 수색 및 구조 상황에서 드론을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무료 비행 계획 앱

라이브 이미지 피드

빠른 매핑

2D orthomosaic 뷰

오프라인으로 작업

지리적 위치 매핑

2D및 3D 출력 생성

열화상 카메라 사용

현장의 애니메이션 궤적 매핑 및 생성

비행을 신중하게 계획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이 절약되고 비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기치 못한 요인의 영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추운 곳에서 

작동하면 배터리 수명이 단축됩니다. 이것은 

차례로 비행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온으로 

배터리를 따뜻하게 하세요. 재킷 주머니 안에 

넣어놓는 정도도 체온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데이터 기록: 수색 및 구조 임무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수집된 데이터는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구 기록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추후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다양한 형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색의 경우 이 정보 

아카이브를 통해 경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수색 및 구조 드론 
운용 베테랑 Gene 
Robinson씨의 
팁과 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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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드론 대응 키트 설정 Drone Process와 사부아 지역 소방관은 OPS BOX를 설치하여 드론으로 

비상 대응을 돕습니다. OPS BOX는 작전 중 드론의 실시간 피드백을 

수집하고 현장 매핑을 위해 현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지휘부대입니다. 

화재 대응, 사건 관리 및 지역 관찰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목적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보 수집

드론의 장점
이동 장치, 이전 방법처럼 
차량 접근에 국한되지 않음

Pix4Dreact, 드론 및 관련 액세서리
(배터리, 예비 프로펠러, 카메라 필터 등) 
및 무선 전송 장비를 탑재한 데이터 처리용 노트북

크기

박스 내용물

작은 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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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s 
• 

•
 

•
 

팀은 필요에 맞게 다양한 극한 시나리오에서 상자를 

테스트했습니다. 여기에는 40°C(104°F) 및 

-20°C(-4°F)에서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OPS BOX는 알프스의 프랑스 사부아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상자는 주변 지역에 배치되어 극한의 

지형, 날씨 및 온도에 직면합니다. 수색 및 구조팀의 

경우 OPS BOX는 고립된 인간의 삶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팀의 우선 순위는 속도와 휴대성이었습니다.  

수색과 구조 상황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적응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여야 합니다.  

상자의 주요 용도(화재, 사건 및 관찰)를 

정의하면 수색과 구조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테스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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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영국 에식스 

위험 요소
본토의 긴 해안선과
많은 수원 및 수역

대행사
에식스 경찰

사용 사례

수역 탐색 및 구조 영국의 에식스 지역 경찰은 실종자 사건을 자주 처리합니다. 80%는 하루 

안에 발견되지만 수색 작업에 들어가는 일은 소모적인 활동입니다. 

에식스에서 실종자를 찾는 데 특히 어려운 점은 물과 근접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에식스 경찰은 많은 경우 물과 관련하여 대응합니다.



주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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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에식스 경찰은 최대한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수 작전 팀은 

실제 시나리오를 연출하기 위해 큰 강을 사용하여 

웨일즈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에식스 경찰이 설정한 워크플로우는 시간을 

절약하고 그들이 대응하고 있는 수역을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상 대응 팀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면 재난이 조난에 처한 최초 대응자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류를 이해하면 팀이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류를 사용하여 탐색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색 및 구조 팀은 해류를 차단하고 구조자 또는 

실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암석과 같은 물 속의 

장애물을 볼 수 있습니다.  

확대 기능을 통해 실종자의 출입구 수색이나  

행방에 대한 단서 수색과 같은 공중 정찰이 

가능합니다.  

현장을 보면 실종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위험을 

완화하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로 자동 

비행(Pix4Dcapture)합니다.  

처리할 이미지를 현장 노트북에 

로드합니다.(Pix4Dmapper).  

이미지에 빠르게 움직이는 물, 잠재적 심층수 및 

진입/출구 지점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대응을 계획합니다.

1.

  

2.

  

3.

  

4.



04 사진 측량법을 활용한
충돌 사고 재구성
충돌은 극적인 사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유를 이해하면 충돌의 원인, 충돌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고 당국에 향후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는 중요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공공 안전 요원들의 작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드론과 사진 측량은 시간을 

절약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더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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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더 빠르게 
수집하여 공공 안전 
담당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합니다.
드론 및 사진 측량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충돌 사고 

재구성 결과:

운전자의 관점/시야를 이해하기 위해 뷰를 변경할 

수 있는 컬러 3D 모델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3D 애니메이션 

궤적을 만드는 옵션  

요 마크(타이어 스키드)와 물체가 움직인 거리 

측정(얼마나 멀리 미끄러졌는지) 

이 데이터는 단순한 2D 라인 드로잉이나 사진보다 

설득력이 있어 법정 증거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수사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 점검 시간이 2~3시간에서 15~20분으로 

단축됨  

빠른 도로 재개통  

경찰관 안전 향상  

다른 운전자가 현장을 보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현상이 줄어들고 주의가 산만해진 

운전자로 인한 충돌 위험이 감소  

짧은 교통 지연으로 인해 연료 소비 및 대기 

오염 감소

• 

•

•

 

 

• 

• 
• 

• 

•

드론을 활용한
충돌 사고 재구성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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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사고 재구성
워크플로우 설정
충돌 사고 재구성에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으며 올바른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현장은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비상 

대응 요원이 데이터를 수집하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현장이 정지되어있나요? 드론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가능한 한 정지된 현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수집 중 대상이 현장을 

이동하는 경우 사진 연결 후 모델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을 교차적으로 점검할 수 있나요? 한 가지 

옵션은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상에 대한 똑같은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드웨어 사용 ‒ 회전식 드론(보다 

기동성 높음)과 고정익 드론중에서 결정합니다.

데이터 수집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에 의존합니다. 

충돌 재구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세요.
드론을 배치하기 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사고 영역과 증거를 식별하고 스프레이 페인트 

또는 콘으로 표시합니다.  

기준 측정을 사용하여 생성된 3D 모델에 대해 

확인합니다.  

규정 확인을 포함하여 하드웨어 및 비행 계획 

소프트웨어가 배치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비행합니다.

1.

  

2.

  

3.

  

4.

  

5.

워크플로우 예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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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사진 측량도 
가능한가요?

어두운 곳에서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골든 팁: 두 번 비행

네. 야간에는 운전자가 피곤하거나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둠 속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조명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등 조명은 강력한 대비의 페인트, 분필 또는 

증거 표시와 함께 사용하면 충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명탑과 순찰차 조명을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증거 영역을 밝힐 수 있습니다.  

드론에 내장된 조명 또는 카메라 조명은 

일반적으로 100피트(30m) 이하의 일반적인 비행 

높이에서 충분한 조명을 제공합니다. 더 긴 노출 

시간으로 인한 모션 블러를 방지하려면 카메라 

셔터가 활성화될 때 드론을 정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야간 이미지로 생성된 결과는 낮에 캡처한 

이미지의 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빛 왜곡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이미지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누락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Pix4Dmapper 

• Pix4Dreact

• Pix4Dcapture

충돌 사고 재구성에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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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사례

충돌 사고 조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일리노이에 기반을 두고 충돌 조사를 개선하기 위해 sUAS를 사용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Aerial Metrics는 DSLR 사진을 사용하여 

Pix4Dmapper에서 모델을 구축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워크플로우를 충돌 

사고 재구성을 위한 예시 워크플로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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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단 현장이 안전하면 도로와 주변 지역의 

증거물을 식별하고 스프레이 페인트, 증거 마크 

또는 콘으로 표시합니다.

최소 15m(50피트) 떨어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지점 사이에서 두 개 이상의 눈금 기준 측정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나중에 사진 측량 모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팀은 매핑을 위한 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비행 전 검사를 통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능과 규정 준수를 

확인합니다.

비행 1 - 드론이 현장 중앙을 통과하여 전면이 

75% 중첩되는 구역의 너비를 캡처합니다.

비행 2 - 드론이 첫 번째 비행 높이의 2/3 높이로 

더 낮게 비행합니다. 현장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 3 - 드론은 특정 증거를 식별하기 위해 다시 

50% 더 낮게 비행합니다.

비행이 끝나면 증거물과 차량을 제거할 수 있고 

완전한 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비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1.

2.

3.

세 번의 비행은 비행이 진행 될 때마다 

점진적으로 더 낮은 높이에서 수행됩니다. 

조종사는 각 레이어에 대한 적절한 높이와 사진 

중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레이어는 동일한 영역에 대해 

사진을 중첩합니다. 세 번째(가장 낮게 진행된 

비행)는 주요 증거 영역만 다루며 여기에는 

차량의 경사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간 고도 비행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장 높은 고도에서의 

비행은 데이터 중첩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한 보험이며, 가장 낮은 고도에서의 

비행은 높은 해상도와 GSD(Ground Sample 

Distance)를 통해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만든다는 것 입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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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완전한 3차원 

모델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같거나 더 나은 정확도: 센티미터 미만의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동 측정 기능: 전체 배치 캡처를 사용하면 

현장에서 측정할 거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UAV 캡처를 통해 모델이 생성되면 모든 

측정이 가능합니다. 

•

•

뷰포인트를 사고 당시 운전자나 목격자가 의 

시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D 모델링은 2D 라인 드로잉이나 기본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충돌 사고 조사에
대한 핵심 결과

더 풍부한 데이터 캡처 3D컬러 모델링은 법정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 eBook은 전 세계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eBook 작성에 

도움을 주신 그들의 수행과 배움에 대한 공유에 감사드립니다.

공공 안전과 비상 대응에서 드론 매핑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알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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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헬셀의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서 한글화된 사용 사례와 유용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드론은 공공 안전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이 eBook은 실제 사례와 함께 드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