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CASE

골프장 조명 설치를 위한 정밀 측량
수원CC 골프장 조명 설치를 위한 정밀
측량 및 도면화 사례

D.Project #05

Intel의 드론 기술은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며
넓은 부지를 고해상도로 촬영해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
어낼 수 있다. 수원 CC에 조명을 설치하는 ㈜머스코 조명회사
는 인텔의 산업용 드론 Falcon8+을 활용한 맵핑 기술을 이용
해 설치해야 할 정확한 조명의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
으며 기존 도면에도 결과물을 적용하여 시공을 잘못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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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목적

Project 수행 과정

최소 인력 및 시간으로 지속적인
DATA 수집

인텔 팔콘 8+ 드론 시스템 활용

기존의 시공 과정은 위성지도와 인력을 활용해 조

이 때, 인텔 미션 컨트롤(Intel Mission Control)

명의 위치를 하나씩 확인하였으나 오차 범위가 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총 2회의 자동 비행 계획

십 미터가 넘어 정확한 위치 판단이 어려웠다. 이

및 수동비행(추가 데이터 수집)이 수립되었고, 실비

작업은 공장에서 조명의 각도를 정밀하게 조절하

행 시간은 전체 20분이 소요되었다. 인텔 팔콘 8+

여 생산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생산과 시공에 오차

드론은 배치인력 총 2명으로 15분 동안 자동 비행

가 생겼을 때 다시 들이는 비용과 시간이 매우 컸

을 통해 615개의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또한 후처

다. 촬영팀은 36메가 픽셀 소니 A7R 카메라를 탑

리 과정(사진 보정 및 3D modeling)에서는 햇빛

재한 인텔 팔콘8+ 드론 시스템을 활용하여 20분에

에 따른 명부와 암부 차이를 동일한 톤으로 보정한

걸쳐 수원CC의 18홀과 주변부를 촬영하였고 기동

후, 보정된 이미지들은 후처리 과정을 거쳐 3D 포

성 높은 비행으로 단시간에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인트 클라우드, 삼각 측량된 3D 모델로 생성되었

획득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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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정밀 측량을 위한
인텔 드론 기술 한 눈에 보기

• Reference: 수원CC 골프장
• 제원
: 인텔® 팔콘™ 8+
: Intel® Mission Control
: 후처리 소프트웨어
• 총 2회 자동 비행 계획 수립 및 수동비행
• 약 615개의 이미지 생성
• 비행시간: 총 15분

Project 결과

정밀한 2D 정사영상과 3D 모델, CAD 도면 및 mesh 도면 구축

인텔 팔콘 8+ 시스템으로 촬영한 615장의 세밀한

의 픽셀 당 해상도를 획득할 수 있으며 왜곡이 적은

이미지들을 통해 정밀한 2D 정사영상과 3D 모델

표준렌즈를 장착해 높은 퀄리티의 후처리 결과물을

의 구축이 가능했다. 지상기준점은 Trimble사의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넓은 부지를 단시간에 비행하

GPS측량기를 활용해 총 6개의 좌표를 지정하여

여 전체 작업시간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하

후처리 시 보정하였고 이로써 오차가 거의 없는 정

여 관광객들을 위한 가상현실(VR) 관람 콘텐츠로

사영상, 이를 처리한 CAD기반의 2D, 3D 도면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생성하였다. 실제로 이 데이터를 조명 회사의 설계
팀이 활용할 수 있었으며 시공팀은 도면과 실사 기
반의 지도 위의 정확한 설치 위치를 한 눈에 파악
하여 효율적인 시공이 가능하였고 생산팀은 재작업
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고해상도의 페이로드는 70m 상공에서 mm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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