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AV, Phase One 50 MP 카메라 그리고 metigo®가 함께한 역사
적 건축물 기록 – 이미지 실제 사이즈화하기 

역사적 건축물은 건물 구조와 문화적 유산의 보수, 보존, 보호의 목적으로 디지털화, 

모델화됩니다. 과거의 사진 측량 문서화는 오직 5’ x 7’ 또는 4’ x 5’ 프레임 사이즈의 

아날로그 카메라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리프트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사진 작가도 같

이 움직이며 촬영을 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작고 가벼운 항공 플랫폼들 (UAV (Unmanned Aerial Vehicles, 무인 항공

기) 와 카메라들이 개발됨에 따라 사람이 많은 환경에서 복잡한 구조물을 조사하는 

것이 쉬워지고, 빨라지며, 적당한 비용에 더 효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이미지

들은 검사, 모니터링, 2D/3D 이미지 수정 및 고밀도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에 사용되

고 있습니다.

2012 년에 설립된 CopterSystems GmbH 은 지능형 항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

으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맞춤형 UAV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coptersystems.com)

1993 년에 설립된 fokus GmbH Leipzig 은 건축 사진 측량 분야에서 특별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역사적 대상물의 공간적 재건을 위한 예전 사진들의 사진 측량 측정 

뿐만 아니라 기념물의 기록을 지원하는 복잡한 조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CopterSystems 과 fokus GmbH Leipzig 은 합동으로 프랑크푸르트 / 마인 지역

에 있는 네오 고딕 양식의 St. Mauritius 성당을 기록하기 위한 복합 항공 조사를 실

시하였습니다. 1901 년에 지어진 이 성당은 인구 밀집 지역에 자리를 잡아 많은 방

문객들에게 매혹적인 공간입니다. 성당의 구조를 기록하는 것도 도전이었지만 주변

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42 m 높이 성당 탑의 네 측면을 2D 수정 이미지 상태로 기록했습니다 - 1:20 비율

에 300 dpi 의 해상도였습니다. 이것은 피사체에서 1.7mm 픽셀 해상도에 상응합

니다.

2D 이미지 수정본을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은 (3D 표준 프로젝션을 이용하는 대신) 

자연석 부분에 대한 더 높은 이미지 퀄리티 묘사에 있어서 손상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복원과 모자이크는 metigo  MAP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색 보

정과 마무리 프로세싱는 Adobe Photoshop 으로 작업하였습니다.

www.kpyours.com



metigo  MAP 소프트웨어는 fokus GmbH Leipzig 에서 2000 년부터 관리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미지 복원과 

맵핑 뿐만아니라 수량 조사와 분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스케일 이미지를 기반으로 계획 플래너 와 관리자들은 복원할 장소의 손

상 정도와 보존 / 복원 프로젝트를 위한 시간과 비용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하여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fokus GmbH Leipzig 의 CEO 인 Gisbert Sacher CEO 가 말하길,

“무인 항공기의 사용은 고퀄리티로 성당의 모습을 기록하는데에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큰 리프트의 사용은 가능하지 않았고, 이미

지 기록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겁니다.”

방해물 피해가기

About Phase One

이미 자리를 잡은 건물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고려사항은 일상적인 루틴에 방해를 줄 수 있는지와 문제를 일으킨

다면 이를 어떻게 최소화할지를 찾는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 문제는 확실했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문화재로서 아주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이 성당은 공항이 인접한 독일의 대도시 중심가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측량 조사를 진행했어야했습니

다. 

CopterSystems 은 이 상황에서 Phase One 사의 5천만 화소 카메라를 촬영장비로 선택하였습니다. CMOS 센서를 가진 가장 작고 가

벼운 미디움 포맷 디지털 항공 카메라였기 때문이죠. 100-6400 ISO 감도 범위를 갖고 있으며 크로스 트랙 커버리지로 8280 픽셀, 초

당 0.8 프레임의 캡쳐 속도, FMS, GPS/IMU 직접연결, 1 / 1600초 까지 싱크가 가능한 Schneider-Kreuznach 사의 중앙 셔터렌즈가 

함께하는 세팅이었습니다.

CopterSystem의 CEO, Roman Paulus 가 말하길, 

“Phase One 사의 5천만화소 카메라는 CS-P.O.C 와 쉽게 연동할 수 있었고, 이 장비가 갖고 있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덕분에 가장 높

은 해상도로 필요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아주 높은 레벨의 정확도와 디테일을 사진에 담으며 훌륭한 결과물을 가

져다줍니다. 덕분에 저희 고객들은 데미지 맵핑과 복구 컨트롤 프로세스를 위한 실제 크기 수준의 이미지 플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

Phase One Industrial is a division of Phase One A/S that researches, develops, and manufactures specialized
industrial camera systems and imaging software solutions.
The company focuses on specific applications such as aerial mapping; and surveying; ground and aerial inspection; 
agriculture; machine vision and homeland security.

Phase One Industrial and iX Capture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Phase One 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