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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 발

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사가 급한 산지에서의 산지재

해로 인한 도로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2011년 7월 

수도권 중심의 집중호우로 인한 서울 우면산, 춘천 신

북읍에 산사태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 

8월, 2017년 7월에는 도심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에 의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전반적으로 산사태 등 수해로 

인한 산림분야의 총복구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6

년부터 2016년까지 산사태로 인한 연평균 피해규모는 

총복구비 약 667억 원, 피해면적은 362ha에 이르며, 총

사망자 수는 62명에 달한다1). 이에 따라 산사태취약지

점을 지정하여 사방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행정

안전부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0조

에 각종설계․시공 및 붕괴위험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하여 보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고 지형변화가 발생한 지

역에 대해서는 최신 지형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2). 

그러나 기존에 지형분석 시 사용되는 기본 자료의 하

나인 수치지도는 산지의 경우 축척이 1:5000인 경우가 

많아 실제 분석에 적용하기에는 경사도산정이나 등고

선과 같은 데이터의 정확도가 낮아지는 어려움이 있다3). 

최근 산지지형분석 등 재난 위험지역의 측정 및 관리

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다. 김지항4)은 드론 정사영상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국토 조사관리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백석기5)는 재난방지를 위한 드론의 활용방안으로 산림

보호활동, 산불감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드

론을 활용하여 산림보호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이근상 등6)은 UAV 기반 공간정보를 이

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하였고 수치지도의 지형

이 최신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드론자료의 정확

도 검증 및 적용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3, No. 3, pp. 65-70, June 2018
Copyright@2018 by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pISSN 1738-3803, eISSN 2383-9953) All right reserved. https://doi.org/10.14346/JKOSOS.2018.33.3.65

산지재해 발생 위험지역 분석을 위한 드론의 적용

이정훈⋅전계원†⋅전병희

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

(2017. 12. 29. 접수 / 2018. 4. 4. 수정 / 2018. 6. 1. 채택)

Application of Drones for the Analysis of 

Hazard Areas in Mountainous Disaster

Jeong Hoon Lee⋅Kye Won Jun†⋅Byong Hee Jun

Graduate School of Disaster Preven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December 29, 2017 / Revised April 4, 2018 / Accepted June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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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drones is in the early stages of research using drones in a variety of fields such as shooting, analyz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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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ing was performed for hazardous areas in mountainous roads located in Samcheok city, Gangwon province, and ground reference 
points were measured by RTK-GPS. The measured data were converted into DSM (Digital Surface Model) data by co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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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지재해 발생 시 인근 도로의 안전성

을 위협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 드론을 활용하여 위험

지역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드론으로

부터 생성된 기본 자료를 산사태 위험 분석 프로그램

인 SINMAP(Stability Index MAPping)모형에 적용을 하

여 위험성을 파악하였다.

2. 기본 이론

2.1 드론

본 연구에 사용된 드론은 DJI사의 Phantom3 Professional 

모델로 바람이 없을 경우 약 57 km/h로 운행이 가능하며 

3축 안정화 시스템을 이용해 자체 자세 제어가 가능하고 

GPS/GLONASS가 내장되어 있으며, 최대 비행시간은 약 

23분이다. 드론에서 사용 되는 Structure from Motion 

(SfM) 기법은 촬영된 중복 영상을 통해 3차원 Point Cloud 

데이터로 피사체를 재구성하는 computer vision 기법으로 

사진에 저장된 태그로부터 초점거리, 카메라 종류, 영상 

크기 등의 정보를 취득하여 초기값으로 이용, 접합을 위

한 영상의 특징점을 추출한다7). SfM 기법은 드론을 이용

하여 촬영된 수많은 사진을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으

며 비측량용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지형

지물의 효과적인 DEM(Digital Elevation Model), DSM 

(Digital Surface Model), 정사영상 등 3차원 모델링이 가

능하다.

Fig. 1. Phantom3 professional.

2.2 SINMAP
Montgomery and Dietrich8)에 의해 개발된 무한 평면 

사면안정모형과 정상상태의 수문 모형 연계를 기초로 

하여 Pack et al9)은 SINMAP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SINMAP은 수리, 수문학적 요소를 적용하여 사면재해 

안정성 분석이 가능하며 비전문가도 단기간의 교육으

로 안정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산사

태 위험도 분석에 이용되는 무한사면안정해석모형은 

중력으로 인한 불안정 요소, 지표면과 평행한 면에 작

용하는 마찰력 및 점착력에 의한 안전 요소 간의 균형

을 기초로 토층의 두께가 얕다는 가정 하에 사면의 안

정성 해석을 수행하는 모형이다8). 무한사면에서 안정

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Eq. (1)과 같다9,10). 

FS
 sin cos

Cr Cscos tan (1)

여기서,   = 뿌리 응집력(N/㎡),  = 토양 응집력

(N/㎡),   = 경사각,  = 습윤 토양 밀도(kg/㎥),  = 

물의 단위중량(kg/㎥), g = 중력가속도(9.81m/sec2),  = 

수직 토양 깊이(m),  = 토양층 지하수 깊이(m),  = 

토양 내부 마찰각이다.

Fig. 2는 Eq. (1)에서 가정한 사면, 토층, 지하수 대수

층 간의 기하학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11).

Fig. 2. Infinite slope stability model schematic9).

Pack et al.9)은 상대적 습윤도(), 물과 토양의 밀도 

비율(), 토양과 뿌리에 의한 응집력을 토양 밀도 및 

두께와 결합시킨 무차원의 응집력()을 반영하여 Eq. 

(1)을 Eq. (2)와 같이 단순화 하였으며, 

 

FSsin
costan

(2)

특정지점의 비집수면적()과 사면의 배수율 및 배수용량

의 비로 산정된 상대적 습윤도   min

sin

)

를 반영한 식을 통해 사면안정계수를 정의하는데 Eq. (3)

를 사용하였다.

FS sin
costan

(3)

여기서 은 정류상태의 지하수 재충진율(m/h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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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finition of specific catchment area9).

Fig. 4. Flow direction defined as steepest downward slope on 
planar triangular facets on a block centered grid11).

토양 투수량계수(㎡/hr), 는 비집수면적(㎡/m)이다6). 

Fig. 3은 단위 등고선 길이에 대한 기여면적으로 특정

지점의 비집수면적을 나타내고 Fig. 4는 반시계 방향으

로 경사를 따라 흐름방향이 계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1은 SINMAP의 안정성계수에 대한 정의다.

Table 1. Stability class definitions9)

Condition Class
Predicted 

state Parameter range
Possible influence of
factors not modeled

SI > 1.5 1 Stable
slope zone

Range cannot 
model instability

Significant 
destabilizing factors are 
required for instability 

1.5 > SI 
> 1.25 2

Moderately 
stable zone

Range cannot 
model instability

Moderate destabilizing 
factors are required for 

instability

1.25 > SI 
> 1.0 

3 Quasi-stable 
slope zone 

Range cannot 
model instability

Minor destabilizing 
factors could

lead to instability 

1.0 > SI 
> 0.5 4

Lower 
threshold

slope zone 

Pessimistic half 
of range required 

for instability

Destabilizing factors 
are not required for 

instability 

0.5 > SI 
> 0.0 5

Upper 
threshold

slope zone 

Optimistic half of 
range required for 

stability

Stabilizing factors may 
be responsible for 

stability

0.0 > SI 6 Defended
slope zone

Range cannot 
model stability 

Stabilizing factors are
required for stability

3. 연구대상지역 및 자료구축

3.1 연구대상지역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산지재해 위험지역의 지형정보 

취득을 위해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 주변지

역을 선정하였다. 대상지역은 도계읍과 학교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이다. Fig. 5와 같이 절개 사면으로 식생이 

유실되어 매해 표층 슬라이딩 현상이 있고 붕괴위험이 

있어 재해 발생 시 도로 및 주변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드론으로 촬영된 연구대상지역의 면적은 37800 ㎡ 위험

지역면적은 774 ㎡ 평균 경사 약 43°로 나타났다.

Fig. 5. Study area.

3.2 자료 구축

선정된 연구대상지역의 지형자료 구축을 위해 본 연

구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였다. RTK-GPS측량을 통해 5

곳의 지상기준점(GCP, Ground Control Point)좌표를 취

득하였다. 2017년 9월 드론 수동촬영을 통해 연구대상

지에 대해 촬영고도 70 m, 비행속도 5~8 m/s, 종중복도 

80%, 횡중복도 60%이상 확보하여 총 127장의 사진을 

취득하였으며, 사진에 대해 Pix4D S/W를 이용하여 

Fig. 6. Orthomosaic and 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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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CP Points.

Table 2. GCP Survey results (WGS84)

GCP X(m) Y(m) Z(m)

1 507960.14 4119274.80 524.98

2 507975.92 4119202.49 517.02

3 507986.03 4119203.94 517.93

4 507959.58 4119308.20 528.24

5 507952.21 4119311.52 528.75

RTK-GPS를 통해 취득한 5개 GCP좌표를 이용하여 영

상접합을 수행하여 Fig. 6과 같은 정사영상과 1 m 해상

도의 DSM 자료를 얻었다. GCP측량 위치와 좌표는 

Fig. 7 및 Table 2와 같다.

RTK-GPS로 측량한 GCP자료와 드론으로 추출한 위

치 좌표 자료의 평균 제곱근 오차는 0.065 m로 분석되

었고 3차원 점군데이터의 점밀도(Ground Sampling 

Distance)는 2.96 cm로 나타났다. 각 지상기준점 좌표차

이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ifferences between the X, Y, Z-coordinates of 
ground control points measured by GPS and those extracted 

by Drone photogrammetry (WGS84)

GCP Name Error X [m] Error Y [m] Error Z [m]

1 0.045 -0.044 0.103

2 0.052 0.042 0.006

3 -0.072 -0.042 0.064

4 0.039 0.075 -0.126

5 -0.087 0.011 -0.089

Mean [m] -0.004930 0.008346 -0.008526

Sigma [m] 0.061375 0.046510 0.087232

RMS Error [m] 0.061573 0.047253 0.087647

4. 산지재해 발생 위험 분석

산지재해 위험 분석을 위해 사용된 SINMAP 모형은 

지형인자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사면안정모형

을 계산한다. 수문학 개념을 고려한 지형처리를 위하

여 흐름방향을 산출하여 지형처리를 하였고 비집수면

적은 대부분 적게 나타났으며 습윤 분포는 주수계를 

제외하고 낮은 습윤도를 보였다(Fig. 8-10). 

Fig. 8. Flow direction.

Fig. 9. Contributing area.

Fig. 10.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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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tability index results.

대상지역의 상류방향 누적셀과 경사를 기준으로 지

하수포화대 및 물골분석을 통해 드론 DSM 자료로부터

는 Fig. 11과 같은 산사태 위험도 분석 결과를 얻었다. 

현장 및 위성지도에서 육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산사

태 발생가능 위험지역에 위험구간이 몰려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다(Fig. 11에서 도로부 상단 우측 표시 부분).

드론으로 얻은 DSM자료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

공하는 2016년에 제작된 1:5000 수치지도에서 DEM을 

추출하여 연구대상지내 산사태 위험지역을 ArcGIS프

로그램 상에서 디지타이징 작업을 통해 자료별 분포면

적 및 위험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동일 지역에 각각 

SINMAP 분석을 실시한 후 Pack et al.7)에 의해 제시된 

안정성 계수 정의에 따라 위험지역, 안정구간으로 등

급을 재분류 하였다(Fig. 12-13).

두 자료의 비교분석 결과, Table 4와 같이 위험구간

과 안정구간의 차이를 보였다. 드론자료의 경우 산사

태 위험구간(SI>1.0)의 면적은 623 ㎡로 전체의 80.5%, 

안정구간의 면적은 151 ㎡로 전체의 19.5%로 보였고 

수치지도의 산사태 위험구간은 741 ㎡로 전체의 95.7%

Fig. 12. Drone DSM SINMAP results.

Fig. 13. Digital map SINMAP results.

가 위험구간으로 안정구간의 면적은 33 ㎡로 전체의 

4.3%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변 산지재해 발생 위험지역에 대

Condition Class Predicted state

Drone Digital map

Area

㎡ % Results ㎡ % Results

SI > 1.5 1 Stable slope zone 99 12.8
Stable
151㎡
19.5%

15 2.0
Stable
33㎡
4.3%

1.5 > SI > 1.25 2 Moderately stable zone 17 2.2 3 0.4

1.25 > SI > 1.0 3 Quasi-Stable slope zone 35 4.5 15 1.9

1.0 > SI > 0.5 4 Lower threshold slope zone 182 23.5
Destabilizing

623㎡
80.5%

479 61.9
Destabilizing

741㎡
95.7%

0.5 > SI > 0.0 5 Upper threshold slope zone 159 20.5 239 30.9

0.0 > SI 6 Defended slope zone 283 36.5 22 2.9

Table 4. Comparison of stability index distribu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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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드론 기반의 지형자료 활용성 및 적용가능성을 검

토하기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드론기반 지형자료 구축을 위해 드론촬영과 RTK-GPS

측량, Pix4D S/W 분석을 통해 정사영상과 DSM자료를 

취득하였다. 구축된 자료를 활용한 SINMAP 모형 적용

결과 드론자료의 경우 산사태위험구간이 전체면적의 

80.5%, 안정구간은 19.5%로 분석되었으며 기존 수치지

도를 적용한 분석결과는 산사태 위험구간이 전체면적의 

95.7%, 안정구간이 4.3%로 분석되었다. 

대상지역의 위험구간의 차이는 드론기반 지형자료 

분석 결과에 비해 기존 수치지도 적용결과가 약 15.2% 

과대 산정되었다. 그 이유는 드론기반 지형자료 구축 

방법이 기존 수치지도에 비해 현장 근접 촬영이 가능

하고 같은 지역을 빠른 시간 내에 반복 촬영하여 얻은 

정도 높은 위치기반 자료 취득과 분석이 가능하기 때

문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드론으로 취득한 지형자료를 기초자

료로 활용할 경우, 최신 지형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운 

소규모산지 재해발생 위험지역에 대해 저비용으로 신

속하고 정확하게 지형자료를 구축가능하며 재해 예방 

및 관리, 사면보강, 안전대책수립과 같은 의사결정 자

료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정밀도 높은 분석을 위해 DSM자료를 DEM으로 

변환하여 활용 하는 연구와 드론의 수동비행으로 인한 

오차를 저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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