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CASE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디지털로 품다
인텔® 팔콘™ 8+를 활용한
부산 감천문화마을 3D Modeling 및 측량 사례

D.Project #06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1950년대 6.25 피난민의 힘겨운 삶
의 터전으로 시작돼 현재까지 민족현대사의 한 단면과 부산
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산자락을 따라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형태와 모든 길이 서로 통하는 미로미로
(美路迷路) 골목길의 경관은 감천마을만의 독특한 특징이
다. ㈜드론아이디에서도 자연스럽게 변화해가는 마을 전체
를 주기적, 반복적으로 촬영하여 3D 모델링으로 디지털화
함으로써 감천문화마을을 보존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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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목적

Project 수행 과정

등고선의 차이가 분명한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디지털화 작업

인텔 팔콘 8+ 드론으로 작업 효율을 최대로 끌
어올리다

드론을 활용한 부산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디지털

약 20ha의 면적을 실비행하는데 2명의 파일럿이

화 작업은 아날로그식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드론

투입되었고, GCP(Ground Control Point, )설치

비행 기술과 데이터 운용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

에 2명이 별도로 투입되었다.

이었다. 촬영 팀은 36메가 픽셀 소니 A7R(Sony

총 4개의 비행 플랜으로 43분 체공 시간 동안 413

A7R) 카메라를 탑재한 인텔 팔콘 8+(Intel Falcon

장의 이미지를 수집하였으며, 5개의 지상 기준점을

8+ UAS) 산업용 드론을 활용해, 43분간에 걸쳐 부

통해 기존 지도와 정사영상 및 3D 모델의 일치도

산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이미지 수집에 성공했다.

를 높이기 위한 측량 데이터도 수집하였다. 인텔 팔

특히 등고선의 차이가 분명한 감천문화마을에서 수

콘 8+의 자동비행 플랜 소프트웨어인 ‘IMC(Intel

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한 3D 모델은 역으로

Mission Control)’는 지형에 따른 자동비행이 가

기존 아날로그식 자료 수집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

능하기 때문에, 균일한 GSD(Ground Sample

한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하는데있어 인텔 팔콘 8+

Distance, 지상 표준 거리) 촬영 또한 가능했다.

는 측량과 주기적 기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
인 운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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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문화마을 보존 및 작업을 위한
인텔 드론 기술 한 눈에 보기

• Reference: 부산감천문화마을
• 제원
: 인텔® 팔콘™ 8+
: Intel® Mission Control
: 후처리소프트웨어
• 총 4회 자동 비행 계획 수립
• 413개의 이미지 생성
• 실비행시간: 43분

> 일반 DSLR로 촬영한 감천문화마을(위)과 인텔 팔콘 8+로 실사 맵핑한
모델링(아래)

Project 결과

3D 모델 구축으로 감천문화마을 보존 및 연구에 기여
인텔 팔콘 8+로 촬영한 413장의 세밀한 이미지들

체나 연구 단체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2D

을 통해 정밀한 2D 정사영상과 3D모델의 구축이

정사영상과 3D 모델을 기반으로 감천문화마을을

가능했다. 이러한 이미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민들에게 끼친 불편함은 전혀 없었으며, 짧은 시간
에 신속한 데이터 수집으로 관광객들에게도 아무
런 위험 요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성공리에 촬영을
마쳤다. 이처럼 인텔 팔콘 8+ 드론은 다른 드론 시
스템에 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 절감을 가능케 했
으며, ㎜ 단위의 GSD를 통해 더 정확하고 세밀한
디지털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5개의 지
상 표준점을 바탕으로 고도의 차이가 극심한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도 측량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작업을 계기로 앞으로 감천문화마을 보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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