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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노천광산의 개발은 고지대 산림에 대한 넓은 면적의 지형변화를 가져오며, 심각한 산림 훼손을 야기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드론 사진측량은 기존 유인항공 사진측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수행되므로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지상측량 보다 단위 시간 당 작업 가능 영역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사진측량 기법을 이용하여 대규모 노천광산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정확도 및 성과물의 활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드론 사진측량 성과물의 정확도는 수평방향으로 0.018~0.063m, 수직방향으로 0.027m ~0.088m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결과는 1:1,000 수치지형도의 허용정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노천광산 모니터링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축된 노천광산의 공간정보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주기적인 촬영에 의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시계열적 변화에 
대한 특정 지역의 정량적인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향후 노천광산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활용성이 제시된다면 드론 사진측량 방법은 기존의 GNSS나
토털스테이션에 비해 작업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보다 가시적인 데이터의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
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주제어 : 노천광산, 드론, 모니터링, 사진측량, 수치표면모델, 정사영상

Abstract  The development of open-pit mines leads to large-area topographical changes in highland 
forests and can lead to severe deterioration of forests, requiring continuous monitoring. The drone 
photogrammetry is performed at a lower altitude than the existing manned aerial photogrammetry, and 
thus has a relatively high accur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spatial information of 
large open pit mine using drone photogrammetry and to evaluate the accuracy and utilization of the 
results. The accuracy of the drone photogrammetric results was 0.018 ~ 0.063m in the horizontal 
direction and 0.027m ~ 0.088m in the vertical direction. These results satisfy the permissible accuracy 
of 1: 1,000 digital topographic map and it can be used for open mine monitoring. The geospatial 
information of the open pit mine can be used in various ways, and it can be used to monitor the 
quantitative change of a specific area for time series change through data management by periodic 
data acquisition. If drone photogrammetry is applied to open-pit mine monitoring in the future, work 
time and cost can be greatly reduced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GNSS or total station method, and 
the work efficiency can be greatly improved because more visible data can be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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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천광산 개발은 고지대 산림에 대한 넓은 면적의 지
형변화를 가져오며, 심각한 산림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
[1-3]. 또한 지속적인 노천 채굴은 급경사의 절개면을 발
생시키기 때문에 낙석이나 사면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
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정보 구축과 주기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4-6]. 기존의 노천광산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은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과 토털스테이션 등 지상측량에 의한 방법이 사
용되어 왔으나[7,8], 이러한 방법들은 대단위 면적에 대한 
작업수행에 많은 시간과 높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9,10]. 기존의 지상측량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법으로 최근 드론에 의한 사진 방법이 주목 받고 
있다. 드론 사진측량은 기존 유인항공 사진측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수행되므로 비교적 높은 정확
도를 보이며, 지상측량 보다 단위 시간 당 작업 가능 영
역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11-13]. 기존의 연구에서 노천
광산 일부에 대한 공간정보를 구축한 연구가 수행되었지
만[14,15], 대규모 노천광산 전체에 대한 공간정보 구축
과 성과물에 대한 정확도 평가 등의 분석적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드론 사진측량 기법을 
이용하여 대규모 노천광산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정확
도 및 성과물의 활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최근 드론 사진측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해외의 경우 드론을 활용한 
노천광산 모니터링을 위한 드론의 종류 및 각종 센서들을 
검토하고, 기술적인 전망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었다[16].

국내의 경우, Kim(2019) 등은 연안측량을 위해 회전
익 드론으로 취득된 고해상도 영상을 활용하여 갯골을 
추출하고 대축척 갯골지도를 제작하였다[11]. Lee & 
Park(2019)은 드론 영상을 이용한 공간정보 응용 시스템
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13]. 광산 관련 연구로 Park 
& Lee(2019)는 토털스테이션과 3D 레이저 스캐너를 이
용해 광산 내부의 공간정보를 구축하였으며[14], Lee 등
(2016)은 노천광산 내부에 존재하는 생태복원지역의 변
화 모니터링에 드론 사진측량을 활용하여 DEM(Digital 
Elevation Model)을 제작하였다. 드론 사진측량을 활용
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지만 노천광산 모니터링을 위한 

적용 사례나 드론 사진측량의 성과물에 대한 정량적인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3. 연구대상지 및 데이터 취득

본 연구에서는 드론 사진측량 기법을 이용하여 대규모 
노천광산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정확도 및 성과물의 활
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드론을 활용한 데이터 취득 및 
처리를 통해 DSM 및 정사영상을 제작하고, GNSS 측량 
결과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평가한다. Fig. 1은 연구흐름
도를 나타낸다.

Fig. 1. Study flow

본 연구에서는 노천광산 모니터링을 위한 드론 사진측
량의 활용성 평가를 위해 경기도 일원의 노천광산을 연구대
상지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지의 면적은 약 1,079,000m2

이며, Fig. 2에 연구대상지를 나타내었다.

Fig. 2.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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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취득은 회전익 드론인 D사의 Phantom4 pro
를 이용하였으며, 4점의 GCP{Ground Control Point}
와 10점의 CP(Check Point)를 설치하였다. Fig. 3은 드
론이며, Table 1은 GCP 및 CP의 측량성과를 나타낸다.

Fig. 3. Drone[16]

Point X(m) Y(m) H(m)
GCP01 582120.569 200928.257 158.886 
GCP02 581782.507 201330.203 93.966 
GCP03 582123.349 201426.001 210.714 
GCP04 581937.912 201507.263 246.262 
CP01 582018.758 200612.383 144.190 
CP02 582107.207 200943.998 158.589 
CP03 581785.066 200836.433 159.439 
CP04 581780.410 201334.950 94.068 
CP05 581951.782 201310.097 67.481 
CP06 581794.577 201154.275 130.993 
CP07 582043.754 200972.551 161.104 
CP08 582126.732 201345.401 196.940 
CP09 581898.105 201525.200 254.342 
CP10 581801.246 200954.421 145.540 

Table 1. Coordinate of GCP and CP

드론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지에 대해 약 1,000장의 사
진을 촬영하였으며, 사진촬영은 100-150m 고도에서 6
번에 걸쳐 수행되었다. 촬영된 사진의 해상도는 3-4cm
급이며, Fig. 4는 촬영된 사진 중 일부를 나타낸다.

Fig. 4. Drone images

4.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드론으로 취득된 사진의 처리는 T사의 Stratus를 통
해 수행되었다. Stratus는 드론 사진측량 자료처리 플랫
폼으로 자동화된 자료처리를 지원하며, 자료처리 결과를 
웹사이트를 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처리 
과정은 tie point 추출, 지상기준점 관측, 표정, DSM 및 
정사영상 생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Fig. 5와 Fig. 6은 
데이터 처리 결과물 중 DSM(Digital Surface Model)과 
정사영상을 나타낸다.

Fig. 5. DSM

Fig. 6. Ortho image

드론 사진측량을 통한 노천광산의 공간정보 구축은 기
존 GNSS나 토털스테이션에 비해 빠른 데이터 취득이 가
능하고, 자동화된 처리로 성과물 생성이 가능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Fig. 5의 DSM은 
포인트클라우드 형태의 3차원 데이터이므로 이를 이용한 
면적 및 체적의 분석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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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확도평가
연구결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드론에 의해 

생성된 노천광산 공간정보의 정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정확도 평가는 GNSS로 취득된 10점의 CP성과와 드론
을 통해 구축된 DSM 성과를 비교하였다. Fig. 7은 정확
도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m

(a) N direction

m

(b) E direction

m

(c) H direction

Fig. 7. Accuracy Analysis

드론에 의한 노천광산 공간정보의 정확도는 수평방향
(X, Y)으로 0.018-0.063m, 수직방향(H)으로 0.027m 
-0.088m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1:1,000 수치지

형도의 허용정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노천광산 모니터
링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는 수치지
형도의 허용정확도를 나타낸다.

Maximum error(m) 

plane Contour Height 

0.4 0.6 0.3 

Table 2. Permissible accuracy for 1:1,000 digital map[18]

구축된 성과물의 정확도는 사진촬영에 사용된 드론의 
카메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성능의 카메라를 
이용한 추가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2 활용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드론에 의해 구축된 노천광산의 공간정

보에 대한 활용성 평가를 위해 DSM 및 정사영상을 이용
하여 거리, 경사도 및 체적을 산출하였다. 각각의 결과를 
Fig. 8-Fig.10에 나타내었다.

(a) Vertical distance

(b) Horizontal distance

Fig. 8. Distance measurement



노천광산 모니터링을 위한 드론 사진측량의 정확도 및 활용성 평가 195

Fig. 9. Slope angle

Fig. 10. Volume

구축된 노천광산의 공간정보는 Fig.8-Fig.10에서와 
같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여 노천광산 관리를 위한 사
면의 경사도 분석, 생산량 관리를 위한 물량산출 등이 가
능하다. 또한 주기적인 촬영에 의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시계열적 변화에 대한 특정 지역의 정량적인 변화를 모
니터링 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정 현
장에 대한 활용성 평가로 향후 다양한 현장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드론 사
진측량 활용성이 제시된다면 드론에 의한 노천광산 모니
터링은 기존의 GNSS나 토털스테이션에 의한 방법에 비
해 작업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가시적인 데이터의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
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드론 사진측량 기법을 이용하여 대규모 노
천광산의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정확도 및 성과물의 활용
성을 평가하고자 한 것으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첫째, 드론 사진측량은 기존 GNSS나 토털스테이션에 
비해 빠른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고, 자동화된 처리로 성
과물 생성이 가능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드론 사진측량 성과물의 정확도는 수평방향으로 
0.018-0.063m, 수직방향으로 0.027m-0.088m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1:1,000 수치지형도의 허용정확
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노천광산 모니터링에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구축된 성과물의 정확도는 사진촬영에 사용된 
드론의 카메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성능의 카
메라를 이용한 추가적인 비교 연구를 통해 정확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구축된 노천광산의 공간정보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주기적인 촬영에 의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시
계열적 변화에 대한 특정 지역의 정량적인 변화를 모니
터링 하는데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향후 노천광산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무적 차원의 활
용성이 제시된다면 드론 사진측량 방법은 기존의 GNSS
나 토털스테이션에 비해 작업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
고, 보다 가시적인 데이터의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
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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