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분광 드론시스템
Corning microHSI 410 SHARK with DJI Matrice 200



시스템제원

Corning – microHSI 410 SHARK

DJI – Matrice 200 V2



시스템특징

항목 특징

Push-broom 방식의 소형 초분광 센서

GPS/IMU, 마이크로 프로세서 통합형 초분광 센서

400 – 1,000nm에서 최대 310밴드의 분광 데이터

최대 1,408 픽셀의 고해상도 영상

다양한 플랫폼과 호환되는 통합 UAV 시스템

RGB 모자이크 영상 CIR 모자이크 영상



시스템특징 –하드웨어

센서 장착용 마운트 GPS 안테나 거치대

초분광드론 드론 전진비행 시 하향경사 보상 마운트(無 짐벌)

초분광센서 GPS 안테나 전용 거치대

초분광드론 통합 전원공급 시스템

초분광센서와 드론 원터치 체결 커넥터

로터진동 최소화를 위한 방진 댐퍼 장착



시스템특징 –소프트웨어

IDL 기반 드론초분광 영상 전처리 자동화 모듈

초분광 영상 전처리 자동화 모듈 초분광 영상데이터 자동검색

데이터형식 변환, 기하보정 자동처리

촬영 코스별 영상 일괄처리

촬영 코스별 영상 자동 Mosaic

특허 제10-2110970호
출원명 : 초분광드론과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시스템운용

촬영절차 현장운용

촬영 준비

촬영 종료 후 착륙

이륙 후 촬영 시작

영상 데이터 확인



시스템운용 –영상데이터처리

촬영과 동시에 수행

기하 데이터 입력

기하 보정

대기 보정

완료

방사 보정

기하 보정
소프트웨어

ENVI

대기 보정
소프트웨어
ATCOR-4

드론 초분광
영상 자료



시스템운용 –기하보정

• 초분광영상의 기하 보정은 영상처리 소

프트웨어 ENVI를 이용하여 처리

• 초분광영상과 동시에 취득되는 GPS/INS 

자료를 입력하여 기하 보정을 실시

ENVI 실행

초분광영상,
기하 데이터 입력

Georeference
Tool 실행

결과 확인

기하 보정 실행

좌표 체계 입력

원본 영상

기하 보정 영상



시스템운용 –대기보정

• 초분광 영상의 대기 보정 소프트웨어

• 태양광이 지표면에 반사 후 센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의 산란, 반사, 흡수 영향을 제거

파일 입력

센서 정보 등록,
(microHSI 410센서)

태양 방위각 및
고도 설정

영상 확인

대기 보정 프로세싱

대기 모델 설정

대기 보정 모델링 데이터는 비행 데이터, 기상 및
천문 자료 등을 기반으로 생성



활용사례
전주시 완산구 일대 (LX 연구과제 – 멀티센서와 GeoAI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토지정보모델 개발 및 실증연구)

촬영고도 : 200m, 촬영코스 수 : 15코스, GSD : 15cm



활용사례
영주시 내성천 일대 (건설기술연구원 연구과제 – 초분광 센싱활용 하천 및 저수지 녹조분포 조사연구)

대상 영역인 물에 대한 Chlorophyll-a, Phycocyanin 농도맵 작성

True color image PhycocyaninChlorophyll-a



활용사례
낙동강 창녕보 인근 조류 농도 컬러 렌더링

촬영 고도 : 약 3,000m, 촬영 해상도 : GSD 30cm



활용사례
북한강 인근 청평댐(상), 팔당댐(하) 조류 농도 컬러 렌더링



활용사례
금강 인근 미호천(상), 대청호(하) 조류 농도 컬러 렌더링



활용사례
북한강 인근 의암댐(상), 가평천(하) 조류 농도 컬러 렌더링



THANK YOU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