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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계측기기만을 이용한 현장 상황대응의 재래적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첨단기술(Hi-Technology)’

과 오프라인의‘직관적 경험(Hi-Experience)’을 융합한 하이브리드(Hybrid) 재해관리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 현장에 매설된 상시 계측기 GNSS(RTK) 5대를 지상기준점

(Ground Control Point, GCP)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인근 지점에 크기 불변 특징점(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FT) 4곳을 추출하여 검사점(Control Point, CP)으로 활용하였

다. 이를 통해 현장 실측치와 드론기반 3차원 측정 결과치와의 정확도를 각 좌표값의 차이의 평균

제곱근오차(Root Mean Square Erro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드론에 의해 획득된 

3차원 수치 모델을 정밀하게 후처리 분석함으로써 피사체의 모든 지형지물이 변위추적의 객체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인트 클라우드(Point cloud) 기반의 3-D 수치 영상은 현

장 그대로의 모습을 초실감, 고정도 가시화 함으로서 직관적인 경험에 공감할 수 있는 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단순 신호처리 기반의 계측기기 하드웨어 중심의 재해관리를 탈피해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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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 등 비탈면 유지관리에 최적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특정 위

치에 설치된 특정지점(Pin-point) 센서에 의존한 국지적인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술생산 중

심에서 재난관리의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드론, 사진측량, GNSS, 실시간 계측 데이터, 평균제곱근오차,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지상기준점

ABSTRACT 

This paper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Hybrid Disaster Management Strategy’ 

that integrates‘RTM(Real-time Monitoring) based On-line’and‘UAV based Off-line’ 

system. For landslide prone area where sensors were installed, the conventional way of 

risk management so far has entirely relied on RTM data collected from the field through 

the instrumentation devices. But it’s not enough due to the limitation of‘Pin-point 

sensor’which tend to provide with only the localized information where sensors have 

stayed fixed. It lacks, therefore, the whole picture to be grasped. In this paper, utilizing 

‘Digital Photogrammetry Software Pix4D’, the possibility of inference for the 

deformation of ungauged area has been reviewed. For this purpose, actual measurement 

data from RTM were compared with the estimated value from 3D point cloud outcome 

by UAV, and the consequent results has shown very accurate in terms of RMSE.

KEYWORDS : Drone, Photogrammetry, GNSS, Real-time Data, RMSE, 3D Point cloud, 

Ground Control Point(GCP)

서  론

1. 연구 배경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변화

에 수반된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

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의 심

각성은 더욱 심화 되어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

로 재해경감을 위한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됨과 

동시에, 그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으며‘ICT를 활용한 재해경감’대

책은 이런 시점에서 하나의 실제적 솔루션으로 

제안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의 연속적인 지진, 극한 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난/사회재난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일상생

활에 밀접한 문제들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

협하며, 어느 때보다 불안 요인이 증가하고 있

다. 특히, 집중호우와 지진이 동반되거나 동일시

기에 발생될 경우에는 붕괴취약 노후시설물의 

대규모 붕괴우려가 상존한다. 실제 최근 우리나

라에서도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갑작

스런 낙석, 붕괴, 홍수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다(표 1).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을 

도입, 노후 기반시설 관리체계 구축함으로서 안

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을 의결(2020.05.12. 국무회의)하고, 

소규모 취약 시설물 중심으로 센서 부착 등 정

보통신기술 기반 원격 모니터링 기술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020년 3월부

터는 최신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의 

‘상시계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국 10곳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향후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비탈면 IoT 시스템(SOC 디

지털화)”을 2020~2025년까지 총 1,500억 원

을 투자하여 국도주변 비탈면 약 510여 개소에 



Accuracy Analysis for Slope Movement Characterization by comparing the Data from Real-time Measurement Device and 3D Model Value with Drone based Photogrammetry236

첨단센서 등을 설치함으로써 위험감지 신뢰성 

향상 등 재난·재해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예

정이다1).

재해위험지역 내 ICT를 활용한 계측기기의 

설치 확대가 예상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그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선행

연구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국토교통부의 도로비탈면 유지관리 시스템

(CSMS : Cut Slope Management System)은 

2002년 4곳의 시범설치를 계기로 2013년 8월

까지 현재 전국 일반국도 주변 절토사면 172여 

개소(고속도로 24, 국도148)를 설치 운용 중이

며, 2014년부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새로운 비

탈면 감시시스템‘올빼미 센서’를 개발하여 전

국 600여 개소의 고속도로 주변 비탈면에 설치

되어 운용 중이다(2019. 12. 기준). 

현재 특정 위치에 설치된 계측기기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 설치 초기에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

되는 지점에 고정설치 되어있다. 그러나 비탈면 

조성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탈면이 풍화되

며, 매년 홍수기에 수반되는 집중호우에 의해 

세립자 용탈, 세굴 등 토사 유출로 인한 지형의 

기하학적인 변동이 발생 된다. 따라서 계측기 

설치 시기에 붕괴 취약지점들로 최초 확인된 곳

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인근 지점에서 붕괴가 발

생 될 개연성이 크고, 실제 이러한 실상들은 곳

곳에서 발생 된 바 있다(그림 1). 

지반(흙)은 강도 분산이 크고, 일반 콘크리트 

등과 같은 인위적 강성체 구조계와는 달리 위치마

다 강도가 다른 불균질성(Non-homogeneous)과

이방성(Anisotropic)을 보이며, 조그마한 외력이 

가해지는 경우에도 쉽게 분리(Discrete Material)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표상 특정 위치에서 설치된 계측기

로부터 획득한 데이터가 위험을 예고하는 경우

일지라도, 이들 데이터의 값은 기기 주변에 아

Classification Content Remarks

Landslide Occurrences 2,100 Cases during only 2020

Heavy rain
Property loss 864,250K US$

20.7.26~08.11
Life loss

Death toll: 36 
Injury toll :18

Typhoon
Property loss 184,515K US$

20.09.22 Maysak
20.09.07 HaishenLife loss

Death toll: 2 
Injury toll :10

TABLE 1. Details of losses of both life and property due to landslide

Failure occurred 
at unexpected place

FIGURE 1. Views of failure occurred at unexpecte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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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밀접한 국부적 상황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근거로 주민대피를 위한 조기 

예·경보를 즉시 발령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며, 계측기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경

우가 허다하다(Chang, 2018; Association of 

Slope Disaster Mitigation, 2009;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실례로, 전국 국도주변 비탈면에 설치된 국토

교통부의 상시계측시스템2) 148개소 중, 현재까

지(2013. 02. 기준) 23개소 현장 약 15%만이 

위험예지 및 경보가 발령되어 보수 및 보강이 

이루어졌다. 투자 대비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 신규발주는 보류된 상태이며, 현재(2012. 

12 기준)는 기설치된 계측기들은 유지·보수에

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Chang, 2018).

2. 연구 목적

예측치 못한 임의의 지점에서의 붕괴를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에 충분한 정보

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를 위해서는 계측의 배치나 밀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계측정보의 밀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많은 수의 계측기기가 필요하며, 이는 

설치비용 측면에서의 경제성 확보가 관건이 된

다. 계측설치 비용 산정의 합리성은 보강대책과

의 비교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위험요인

을 사전에 제거하는 항구적 대책으로 일컫는 정

비사업보다는 고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은 자명하다.

따라서 계측기의 태생적 한계인 국부적 감시

체계를 탈피하고, 임의 지점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붕괴의 잠재적 위험도까지 고려해서 대처

할 수 있는 전면적 감시체계가 필수적 사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비탈면(급경사지), 옹벽, 석축 

등과 같은 대형 선형 토목구조물(Large Linear

Civil Engineering Structures)의 전체적인 안

전성 평가는, 기존의 국부적 혹은 일면적 분석

체계를 탈피하고, 시설물 전 구간에 걸친 전면

적, 총체적 접근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계측 센서와 드론과의 연동을 통해 

재해 예방/대응이 신뢰성 있는 방안으로 정착, 

활성화될 수 있도록‘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에 대한 하나의 방안으

로 그림 2와 같이 오프라인(드론)과 온라인(계

측 센서 기반 실시간 정보)을 융합한‘순환 환

류 체계’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고효율-

저비용’모니터링을 정착시킴으로써 재난 대응

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무인 항공기와 RFID를 활용, 정보자료의 

현행화 및 이력관리 수시 갱신을 통한 현장 전

FIGURE 2. Virtuous cycle of on-off line for strengthening management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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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통합 자료들의 최신성을 확보하며, 계측기반 

실시간 정보를 통한 예지보전 기법(Predictive 

Management)의 환류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천

재로만 인식되어온 자연재해에 대한 위기 대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지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남도 

○○군 ○○면 ○○리에 위치하며, 국도 주변 

도로 비탈면이다. 사면현황은 연장이 약 280m, 

높이 70m, 사면 경사 55~63°에 이른다. 본 

구역 내의 지질은 호상 편마암과 화강암질 편마

암 및 메타텍틱 편마암 등이며 퇴적암류로서는 

변질을 받은 고생대의 퇴적암들 즉 규암, 편암

류들과 함탄층 및 중생대에 속하는 암들로 구성

되어 있다. 편마암은 화강암이나 퇴적암 등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한 암석이며 쉽게 

흙으로 풍화되기 때문에 토심이 깊고 물을 잘 

흡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흙 속에 포함된 

물의 양이 한계를 넘으면 대형 산사태로 발전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터널 입구부 및 터널의 좌, 우측 구간이 연결

된 암반 사면으로서 사면이 높고 사면의 최대 

경사가 약 63°정도로 급하나, 표면 보호공으로 

식생 공이 시공되었으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터널 출구 좌측 

부에 누수 및 누수결빙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식

생 공이 파괴되어, 터널 입구 우측 부에 계단식 

옹벽 및 숏크리트가 소단 측구 상부에 시공되어 

있다. 식생공에 의해 노두 관찰이 어려우나 일

부 구간에서 절리발달에 의한 암탈락 현상이 발

생되었으며, 그로 인한 추가적인 불안정 구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20년 3월, GNSS 7대, 

AE 센서 2대, 분포형 광섬유센서 1㎞가 설치되

어 2020.10. 현재까지 상시계측 시스템을 운용

하고 있다(Han, 2020).

2020년 08월 08일 18시 32분에 집중호우

(2020.07.26.~08.11)로 인해  GNSS 2번에서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변위 발생 즉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발생지점이 붕괴의 진원지인지 혹

은 인근 주변인지를 세밀히 조사해 보았으나, 

표면의 식생으로 인해 붕괴의 규모를 파악하기

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과학적으

로 접근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의 동인이 되었다. 대상 현장은 추가 변

위의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 집중관리 중인 상태

에 있다.

2. 연구방법

현장에 설치된 GNSS(RTK) 실측치와 드론

기반 3D 수치 모델 분석치와의 비교를 통해 정

확도를 분석하였다. 아래는 현장 데이터수집에 

사용된 기기들의 제원과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에 동원된 드론 및 영상 후처리 분석 소프

트웨어에 대한 상술이다.

1) 지상기준점 및 검사점 데이터 수집

현장 데이터 수집에 사용된 GNSS 장비의 엔

진은‘Septentrio’, 수신기 및 안테나 제조사

는‘Jipyong Space’이며, 세부 사양 및 정확

도는 그림 4 및 5와 같다. Base station은 대

상사면 바로 아래 터널 관리 사무소 내에 고정

설치 되어있으며(그림 3.), 위치 좌표는 N 

35°04′24.05946″, E 127°08′57.7786

5″, H 208.569m로서 대상사면 부근 약 30m 

이내에 설치되어 있다.

현장에 배치된 GNSS 5대(No. 1~5) 각기의 

배치도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7의 좌측 사진은 

현장 상황실 모니터와 서버에 기록된 것을 그대

로 복제한 것으로서 GNSS No.2 에서의 급작스

러운 변위 발생 이력(2020.08.05~08.10)을 나

타내고 있다.

데이터는 2020.08.01.~2020.11.03. 기간까

지 매분 단위로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원시 데

이터는 1차로 클린징(Cleansing)하여 이동 평

균값(Moving average)으로 정리하였다. 정리

된 데이터들은 경시 변화(Displacement-time 

series)로 나타내었다. 최대변위는 GNSS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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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였으며, 2020.11.03. 현재, x축에서 

26.80㎜, y축 51.08㎜, z축 14.04㎜ 최대변위

가 발생하였다.

2)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생성

현장 촬영은 총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촬

영에 사용된 드론의 모델은 2종류를 사용하였으

며, 상세한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기본적

으로는 DJI사의 Phantom 4 Pro 모델을 사용하

였으나 최종 촬영 시에는 고정밀 지오태깅이 가

능한 RTK 모듈을 탑재한 기종을 선택하였다. 

최종 RTK 모듈을 사용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

드 생성 결과와 과정은 그림 8에 나타내었다. 

드론 촬영방식은, 고도 : 4m~80m, 촬영 기

Classification Contents

Frequency range

GPS: L1, L2, L5

GLONASS: L1, L2, L3

Galileo1: E1, E5a, E5b, Alt Boc

BeiDou1: B1, B2

SBAS: EGNOS, WAAS, GAGAN, MSAS, 

SDCM(L1, L5)

IRNSS1: L5

QZSS: L1, L2, L5

Integrated dual-channel L-band 

receiver(PPP)

Position accuracy

Horizontal/Vertical

Standalone 1.2 m/1.9 m

SBAS 0.6 m/0.8 m

DGNSS 0.4 m/0.7 m

RTK performance

RMS level, <40km

Horizontal accuracy 0.6 cm + 0.5 ppm 

Vertical accuracy 1 cm + 1 ppm

Initialization 7 s

FIGURE 4. GNSS specification FIGURE 5. GNSS receiver and 

module

FIGURE 3. Location of base station situated at the foot of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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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isplacement-time series collected & view of GNSS concerned(from DPSG Ltd.)

Item Date Number of Image Model used Remarks

1 2020.04.23 760 DJI PHANTOM4 PRO No ground movement

2 2020.05.08 999 DJI PHANTOM4 PRO No ground movement

3 2020.08.15 999 DJI PHANTOM4 PRO Ground movement

4 2020.11.03 715 DJI PHANTOM4 RTK Ground movement

TABLE 2. Details of photographing work in the field

FIGURE 6. Schematic diagram of monitoring devices and GCP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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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리 : 20m, GSD : 0.55㎝/px, 중복도 : 

80%로 수행하였다. 3차원 수치모델 분석은 사

진측량용 소프트웨어인‘Pix4D mapper version

4.6.1’과 Bentley의‘ContextCapture version

10.00.18.22’를 사용하였다. 

영상처리의 정밀성 확보를 위해 지상기준점 

5개소3)를 활용해 3차원 수치 모델을 생성하였

다. 생성된 영상처리 결과에 대한 이미지 왜곡 

등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4개소의 검사점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검사점에 대한 좌표계는 3

차원 수치 모델 영상에서 추출하였다. 지상기준

점과 영상에서 추출된 검사점들에 대한 정확도

를 평균제곱근오차로 검증하였으며, 이를 토대

로 실측치와 비교분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GNSS 데이터 분석 결과 및 고찰

2020.06.03. 09:46:00~2020.11.03. 23:59:00

기간 동안 GNSS 5대의 각축(3축)별 데이터 세

트 총 3백만(2,979,375)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

였다. 그림 9는 비교분석 대상인 GNSS No. 2

의 3축에 대한‘595,875’개의 원시 데이터들

을 이동 평균값(Moving average)으로 정리한 

그래프로서 원시 데이터와 같이 표출하여 비교

하였다.

표준편차의 최소, 최대값은 x축의 경우 1.011E

FIGURE 8. Process of point-cloud generation at a random point

FIGURE 9. Time–displacement data sorting for GNSS No. 2 during 2020.06.0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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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38, y축 6.340E-07~2.401, z축 1.591E

-06~2.227 범위에 있으며, 축 각각의 전체 평

균값(Global mean value)은 0.106, 0.123, 

0.317 으로서 표출된 이동 평균값의‘변위-이

FIGURE 10. Time-displacement series for all GNSS during 2020.08.0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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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곡선은 원시 데이터의 경향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림 10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각각의 

해당 센서별로 정리한 그래프이다.

사면의 일반적 파괴모델은 그림 11과 같이 

다항식 모델(Polynomial model)과 성장모델

(Growth model)로 크게 대별 할 수 있다. 각 

사면의 파괴에 대한 위험 예보 시점은 일반적으

로 각 곡선의 변곡점으로, 이 시기에 위험신호

를 내어 보내야 한다. 이번 호우 기간 중 집중

호우로 인한 대상 비탈면 거동의 경우는 다항식 

모델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된

다. 성장모델의 경우는 대개 풍화 심도가 깊고 

토사 층의 깊이가 두꺼운 지반에 적용되는 파괴

모델이며, 본 연구대상의 사면은 암반사면 상층

부에 얕은 심도의 풍화대가 기초 활동물질로 존

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12에서 상부 그림의 경우는 2002.08. 

02. 김해시‘내삼공단’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하

부는 2004.06.21. 태풍‘디엔무’에 의해 발생한

‘제천 느릅재’현장에 관한 것이다(Ministry of 

FIGURE 11. Sketch map of slope movement process

FIGURE 12. Examples of polynomial failure model(from GMG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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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6). 변위 발

생 경향이 전형적인 다항식 형태의 붕괴 거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3차 방정식의 형태로서, 시간

에 따른 변위 추세식은 y=0.002×3-218.89 

×2+8E+0.6×-1E+11이며 R2=0.9466이다

(상부 그림). 두 경우 모두, 마지막 3단계

(Tertiary stage) 시점에서부터 곡선 변화의 

기울기가 점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붕괴에 도

달하고 있으나, 2차 단계(Secondary stage) 

시점부터 붕괴 임박 직전까지의 매우 완만한 기

울기로 접근(붉은 점선)하고 있다. 최종 3단계

에 이르기까지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사례를 본 대상 비탈면 GNSS No. 2 

에서의 변위-이력 곡선(그림 10)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08.01~11.03. 까지 두 차례에 걸

쳐 국부 파괴(Piecewise failure) 형태의 급작

스러운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8월 28일 이후부

터는 변위 증가량이 수렴되어 마치 휴지기

(Dormant period)를 맞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그림 12에서 최종 붕괴 직전 붉은 점선

으로 표시된 시기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 단계

는‘시간-변위 이력’의 2차 단계(Secondary 

stage)에 접어들었음을 뜻하며, 유사 붕괴사례

들에서 나타나듯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붕

괴의 변곡점에 가파르게 접근해서 급격한 최종 

붕괴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2차 단계에서 최종 붕괴단계(Tertiary 

stage)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

는지? 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미해

결의 과제이다. 지반의 조건에 따라 빠르면 일

주일에서부터 10년까지도 소요될 수도 있다.

2. 포인트 클라우드 분석 결과 및 고찰

수치 모델의 분석은 평균제곱근오차(RMSE)

를 중심으로 GNSS 현장 실측치와 3D 수치 모

델의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비교 대상지점은 5

대의 GNSS 중 변위가 가장 현저한 GNSS 

No.2 지점을 선정하였다.

1) 영상 변위추적을 위한 좌표입력

변위 발생 전과 발생 후의 비탈면 변상 비교

를 위해서 총 4회에 걸친 영상 촬영(표 2 참

조)을 하였다. 변위 발생 전의 좌표(x, y, z)는 

2020.07.23 일자의 것을, 변위 발생 후의 좌표

는 2020.11.03 일자의 것을 입력하여 영상 수

치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해당 좌표 입력값은 아

래의 표 3, 표 4와 같다.

2) 포인트 클라우드 분석

1단계는 지상기준점 5개소를 활용해 영상 수

치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그에 대한 정확도를 평

균제곱근오차로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생성

FIGURE 12. Continued(from GMG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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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치 모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3~4개소의 검사점을 선정하였으며, 그에 

대한 좌표계는 영상으로부터 추출하였다. 정확

도는 평균제곱근오차로 분석하였다. 검사점은 

데이터 정확도 처리를 위한 프로세싱에는 영향

을 주지 않으며 인근 주변의 영상 이미지의 왜

곡 여부와 함께 얻어진 지상기준점 좌표값의 신

뢰성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상기준

점 5개소와 검사점들에 대한 각기의 위치는 그

림 13에 나타내었다.

변위가 없었을 때, 지상기준점과 검사점의 평

균제곱근오차는 표 5와 같다. 지상기준점의 수

평 방향(x, y)의 오차의 범위는 –6~6㎜, 수직 

방향(z)의 오차는 –6~10㎜ 범위에 있다. 검사

점의 수평 방향(x, y) 오차는 –2.7~7.1㎜, 수직 

방향(z) 의 오차는 –9.1~2.3㎜의 범위로써 상

당한 정밀성을 보여주고 있다. 

변위 발생 후의 지상기준점과 검사점의 평균

제곱근오차는 표 6과 같다. 지상기준점의 수평 

방향(x, y)의 최대값은 -7㎜, 수직 방향(z)의 

최대값은 5㎜이며, 검사점의 수평 방향(x, y) 

최대값은 4.7㎜, 수직 방향(z)의 최대값은 -6.3

㎜의 범위에 있다. 변위 발생 전·후의 전반적

인 오차범위 값은‘㎜’단위로서 분석 대상인 

GNSS No. 2의 최대 실측 변위가 50㎜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 검증을 위한 충분한 정확성의 토

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한다. 

상기 결과를 기반으로 상기 표 6에서 도입한 

검사점‘CP No.3’를 지상기준점으로 바꾸어 

활용하고, 지상기준점으로 사용했던 기존의‘GCP

No. 2’를 검사점으로 대체한 후 변경된 각각

의 좌표들을 입력시켜 평균제곱근오차 결과를 

얻었다(표 7 주황색 칼럼). 표 7에서와 같이 지

상기준점의 수평 방향(x, y)의 최대 오차값은 

약 -6㎜, 수직 방향(z)의 최대 오차값은 6㎜이

며, 검사점 수평 방향(x, y)의 최대값은 5.2㎜, 

ITEM Point ID Coord. X[m] Coord. Y[m] Coord. Z[m]

Control
Points 

GCP1 (GNSS No.1) 275254.1613 213561.0221 233.298

GCP2 (GNSS No.2) 275251.53 213573.7611 223.164

GCP3 (GNSS No.3) 275249.3514 213585.9765 212.392

GCP4 (GNSS No.4) 275222.16 213555.4377 233.778

GCP5 (GNSS No.5) 275224.1616 213565.6999 224.164

Check
Points 

Point ID Coord. X[m] Coord. Y[m] Coord. Z[m]

CP1 275231.462 213574.061 216.997

CP2 275271.374 213631.3 183.003

CP3 275249.017 213573.481 223.095

CP4 275245.547 213584.988 212.561

※ Coordinate system : Korea 2000 /Central Belt 2010

TABLE 4. Coordinate input for GCP and CP with ground movement

ITEM Point ID Coord. X[m] Coord. Y[m] Coord. Z[m]

Control
Points 

GCP1 (GNSS No.1) 275254.1634 213561.0242 233.29704

GCP2 (GNSS No.2) 275251.5595 213573.7104 223.16866

GCP3 (GNSS No.3) 275249.3531 213585.9765 212.3923

GCP4 (GNSS No.4) 275222.1627 213555.4396 233.78296

GCP5 (GNSS No.5) 275224.1627 213565.6995 224.1573

Check
Points 

Point ID Coord. X[m] Coord. Y[m] Coord. Z[m]

CP1 275231.458 213574.016 217.715

CP2 275255.647 213621.638 183.689

CP3 275245.543 213585.067 213.345

TABLE 3. Coordinate input for GCP and CP without ground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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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방향(z)의 최대값은 -4.8㎜의 범위에 있

다. 전반적인 평균제곱근오차(Global RSME)는

‘수평 x’의 오차가 3.504㎜,‘수평 y’의 오

차 1.482㎜,‘수직 z’의 오차 3.237㎜로서, 대

FIGURE 13. Location of GCP and CP

ITEM Point ID Error X[m] Error Y[m] Error Z[m]

Control
Points 

GCP1 (GNSS No.1) 0.003 0.000 -0.005

GCP2 (GNSS No.2) -0.006 0.000 0.010

GCP3 (GNSS No.3) 0.003 0.000 -0.006

GCP4 (GNSS No.4) 0.000 0.000 0.002

GCP5 (GNSS No.5) 0.001 0.000 -0.002

RMS Error[m] 0.003103 0.000329 0.005849

Check
Points 

Point ID Error X[m] Error Y[m] Error Z[m]

CP1 0.0071 -0.0027 0.0010

CP3 0.0001 0.0039 0.0023

CP4 0.0021 -0.0007 -0.0091

RMS Error[m] 0.004285 0.002782 0.005436

TABLE 5. Result of error without movement calculated using Pix4Dm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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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전과 비교해 보면,‘수평 z’의 오차는 

0.932㎜ 증가한 반면,‘수평 y’의 오차 0.374

㎜,‘수직 z’의 오차 1.294㎜가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대체효과의 차이는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대상 사면 내 임의의 지형지

물을 지상기준점으로 대체 활용한 경우에서도 

정확도 오차는 전반적으로 저하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수평 x 오차는 발산

(Divergence)의 경향을 보이며, 나머지‘수평 

y’와‘수직 z’의 오차들은 오히려 수렴

(Convergence)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8은‘GCP2’로 사용했던‘GNSS No.2’

를 제거한 후, 그 지점으로부터 약 4m 떨어진 

인근의 좌표‘CP3’를 지상기준점으로 대체한 

결과이다. 즉, 교체된 지상기준점 1개소를 포함

한 지상기준점 5개소와 검사점 3개소만을 활용

하여 이들에 대한 평균제곱근오차의 결과를 얻

었다. 

지상기준점의 수평 방향(x, y)의 최대 오차

값은 약 -6㎜, 수직 방향(z)의 최대 오차값은 

7㎜이며, 검사점의 수평 방향(x, y) 최대값은 

4.1㎜, 수직 방향(z)의 최대값은 4.9㎜로 분석

되었다. 전반적인 평균제곱근오차(Global RMSE)

는‘수평 x’오차가 3.184㎜,‘수평 y’오차 

1.877㎜,‘수직 z’오차 4.230㎜이다. 제거 전

과 비교해보면‘수평 x’오차는 0.218㎜ 감소

한 반면에,‘수평 y’의 오차는 0.395㎜,‘수직 

z’의 오차는 0.993㎜가 증가하였다. 지반 공학

의 특성상, 지반의 위험도를 정량적인 변위 수

치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비교분석 대상인 

ITEM Point ID Error X[m] Error Y[m] Error Z[m]

Control
Points 

GCP1 (GNSS No.1) 0.002 0.002 -0.003

GCP2 (GNSS No.2) 0.004 -0.002 -0.001

GCP3 (GNSS No.3) -0.002 0.001 -0.002

GCP4 (GNSS No.4) -0.007 -0.002 0.005

GCP5 (GNSS No.5) 0.002 0.000 0.000

RMS Error[m] 0.003872 0.001610 0.002890

Check
Points 

Point ID Error X[m] Error Y[m] Error Z[m]

CP1 -0.0018 -0.0010 0.0017

CP2 0.0011 -0.0033 -0.0063

CP3 -0.0001 -0.0013 -0.0041

CP4 -0.0047 0.0006 -0.0048

RMS Error[m] 0.002572 0.001856 0.004531

TABLE 6. Result of error with movement calculated using Pix4Dmapper

ITEM Point ID Error X[m] Error Y[m] Error Z[m]

Control
Points 

GCP1 (GNSS No.1) 0.003 0.002 -0.002

GCP2 (CP3) 0.001 -0.001 -0.003

GCP3 (GNSS No.2) -0.001 0.001 -0.000

GCP4 (GNSS No.3) -0.006 -0.002 0.006

GCP5 (GNSS No.4) -0.003 0.000 0.002

RMS Error[m] 0.003504 0.001482 0.003237

Check
Points

Point ID Error X[m] Error Y[m] Error Z[m]

CP1 -0.0009 -0.0011 0.0029

CP2 0.0021 0.0029 -0.0048

CP3(GCP2-GNSS No.2) 0.0052 -0.0019 0.0007

CP4 -0.0037 0.0005 -0.0034

RMS Error[m] 0.003402 0.001841 0.003307

TABLE 7. Result of error by swapping GCP2 with CP3 calculated using Pix4Dm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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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SS No. 2의 실측 최대변위 값이 50mm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 평균제곱근오차의 미세

한 차이가 비교분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으로 판단한다. 

마지막 단계로써‘GCP No.2’를 제거한 후 

포인트 클라우드와 3차원 삼각 메쉬를 생성하였

으며, 생성된 고해상도 이미지로부터 분석 대상

인‘GNSS No.2’좌표를 추출하기 위해 이미지 

마킹 하였다. 이때 이미지 마킹은 표본집단의 

픽셀 편차(Standard deviation pixel)가 최소가 

FIGURE 14. Extraction of coordinate by image marking for GNSS No.2(from Pix4Dmapper)

ITEM Point ID Error X[m] Error Y[m] Error Z[m]

Control
Points 

GCP1 (GNSS No.1) 0.002 0.003 -0.003

GCP2 (CP3) -0.001 -0.001 -0.005

GCP3 (GNSS No.2) 0.001 0.001 0.003

GCP4 (GNSS No.3) -0.006 -0.003 0.007

GCP5 (GNSS No.4) 0.004 0.000 0.003

RMS Error[m] 0.003184 0.001877 0.004230

Check
Points

Point ID Error X[m] Error Y[m] Error Z[m]

CP1 -0.0002 -0.0014 0.0049

CP2 0.0012 0.0041 -0.0016

CP3(GCP2-GNSS No.2) 0.0052 -0.0019 0.0007

CP4 -0.0027 0.0016 -0.0019

RMS Error[m] 0.001699 0.002678 0.003191

TABLE 8. Result of error by removing‘CP3’calculated using Pix4Dm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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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였다(그림 14).

표 9는 수치 모델 영상에서 추출된 좌표를 

역 해석하여 실측치와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x값은 실측치에 비해 약 2.3㎜ 과소평가

되었으며, y값은 약 2.5㎜ 과대평가되었다. z값

은 약 15㎜의 차이로서, 평면정보(x, y축)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높이

는 수평 변위값에 비해 통상적으로 3배 이상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번 분석 결과에서는 약 5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

내었다. 

3차원 수치 모델을 생성할 때 지상기준점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오차가 발생하며, 

지상기준점의 수량이 증가하면 검사점에서의 오

차도 감소한다(Inkyu Kang et al. 2020). 지상

기준점의 수량은 1㎢을 기준으로 9점 이상이 

원칙이며, 선점은 사진상에서 명확히 분별 될 

수 있는 지점으로 해야 한다.4) 본 연구에서의 

대상 면적(Area Covered)은 약 0.024㎢로서 

5점의 지상기준점 선점을 통한 수치 모델 작성에

는 전혀 무리가 없으며, 이를 활용한 비교분석 

결과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드론의 정확도는 드론 사진측량 테스트에서 

30개의 검사점을 확인한 결과, x=2.6㎝, y= 

2.8㎝, z=5.8㎝ 이내의 평균 오차를 보였으며

(Lim et al. 2015), 이 결과는 일본의 것과도 

유사하다(石田 大輔, 2016.). 

이와는 다르게 미국에서 수행한 암반 사면의 

사진측량 결과는 평균제곱근오차의 범위가 0.001

~0.013 feet(0.3~3.96㎜)로써 본 논문의 결과

와 분석조건이 유사하다. 분석 대상인 암반 노

두(Outcrops) 표면상의 9곳을 선정하여 측량한 

후, 5점은 지상기준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4점

은 검사점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 대상 암반 

노두에 직각인 방향으로 약 9~13.5m(30~45 

feet)까지 접근하여 촬영하였다(Becker et al, 

2018).

사진측량의 정확도는 영상 위의 특정 지점의 

좌표가 실제 위치 좌표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

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

한 지상기준점은 대상 사면의 변위측정 목적으

로 설치된 GNSS(RTK) 위치에서의 좌표계를 

사용하였다. 이들 GNSS(RTK)가 설치된 지점

들은 지반변상의 정도에 따라 시시각각 움직이

Point ID GNSS_X(㎜) 3D-Model X(㎜) Error(㎜)

GCP1 (GNSS No.1) -1.737311385

GCP2 (GNSS No.2) -26.80407098 -24.5 -2.304070982

GCP3 (GNSS No.3) 1.482990398

GCP4 (GNSS No.4) 1.889643347

GCP5 (GNSS No.5) 1.320781893

TABLE 9. Comparison of error between field measurement and 3D model 

Point ID GNSS_X(㎜) 3D-Model Y(㎜) Error(㎜)

GCP1 (GNSS No.1) -1.458161866

GCP2 (GNSS No.2) 51.08987474 53.59999998 -2.510125246

GCP3 (GNSS No.3) 7.280658436

GCP4 (GNSS No.4) -8.668861454

GCP5 (GNSS No.5) 6.723251029

Point ID GNSS_X(mm) 3D-Model Z(mm) Error(mm)

GCP1 (GNSS No.1) 4.140740741

GCP2 (GNSS No.2) -14.04053584 1.34 -15.38053584

GCP3 (GNSS No.3) 4.07441701

GCP4 (GNSS No.4) -8.831854824

GCP5 (GNSS No.5) 10.582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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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동체이다. 일반적인 지상기준점과는 달리, 

고정된 좌표를 가진 지표면 상의 크기 불변의 

특징점(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SIFT)으로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SIFT 개념

의 지상기준점 확보를 위한 좌표 입력값은 드론 

영상을 촬영한 동일 시간대의 것으로, 그 시간

대에서 촬상된(Still frames corresponding 

time zone) 좌표를 사용하였다. 검사점 역시 현

황 측량을 통해 획득된 좌표계와는 달리 디지털 

공간의 3-D 수치 영상에서 추출한 값을 사용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표 9의 결과는 

수평 변위 10㎜ 이내의 오차로써 수치상으로서

도 기존 사진측량에서 검증된 오차의 정확도 보

다 작을 뿐만 아니라, 수치상의 단순비교를 떠나

서도 매우 고무적인 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9에서 얻은 결과물의 정확성을 아래 두 

가지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영

상에서 얻은 지상 좌표의 기본 발생 오차는 다

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pointing error)2+(reprojection error)2

=√(0.5㎜)2+(0.099)2=0.5097Pixel=9.124㎜

여기에서, 

지상 표본 거리(Average Ground Sampling 

Distance, GSD) : 17.9㎜/pixel 

평균 재투사 오차(Mean Reprojection Error) 

: 0.099/pixel

중심 포인트 오차(Pointing error) : 1/2pixel

이다.

상기 식의 결과와 같이 영상획득의 피할 수 

없는 기본 오차는 약 9.124㎜로서, 분석 결과에 

나타난 평균제곱근오차‘3㎜’(평면좌표)의 약 

3배에 이르러 분석 결과의 활용에 혼선을 초래

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오차가 반드시 

GSD의 2배 혹은 3배인 것은 아니며, 픽셀 간

의 꼭지점이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경우는 

더 줄어들 수 있다. GNSS No.2 분석에 사용된 

영상은 가장 가깝게는 4.31m5)까지 근접 촬영

하였으며(그림 15), 이미지 마킹에 의한 픽셀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둘째, 평균제곱근오차 산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평균값에 이상치 포함 여부가 중요한데, 

이상적으로는 평균값과 중앙값이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이 평균값과 

중앙값이 거의 대동소이 함으로서 원시 데이터

FIGURE 15. Scene of closest photography(image from EXIF viewer)



도로비탈면상시계측실측치와드론사진측량에의한 3D 모델값의정확도비교분석 / 조한광 ·장기태 ·홍성진 ·홍구표 ·김상환 ·권세호251

에 이상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정

확성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결  론

3-D 수치 영상 위의 특정 지점의 좌표와 실

제 위치 좌표와의 일치성을 현장 변위 실측치와 

비교함으로써 해당 영상이 가지는 정확도를 분

석하였다. 현장의 변위 실측치와 디지털 공간에

서 구성된 3-D 수치 영상에서의 해당 위치 간

의 차이를 역 해석한 결과, 수평 변위(x,y축) 

평균제곱근오차는 약‘3㎜’이내의 범위로 매우 

정밀도 높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 이와는 달리 

수직 변위(z축) 오차는 약 15㎜로서 수평 변위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현재까지 사진측량에서 통상적으로 수용 혹은 

통용되고 있는 정확도는 수평 변위(x,y축) 오차

가 약 20㎜~30㎜ 범위이며, 수직 변위(z축) 오

차는 40㎜~60㎜ 범위에 있다. 본 논문에서 도

출된 정확도 오차는 이와 비교했을 때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로 특히,‘저비용-고효율’이라는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판단되며 실용적인 의미에서도 그 활

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 된다. 

지반의 변위는 강성체 구조물과는 달리 다양

한 지반의 특성으로 인해 붕괴에 도달하는 변위

량을 단순 수치로 정량화하기는 불가능하다. 사

면붕괴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변위량보다는 시간에 따른 변위량의 변화, 즉 

변위 가속도를 사면붕괴 예보를 위한 지표변위 

관리 기준치로 이용하게 된다(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6). 따라서 

본 논문에서 얻은 결과의 활용은 그 정확도나 

신뢰도에 있어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하겠다. 

센서와 드론과의 연동을 통해 특정 고정위치

에 설치된 계측 데이터의 정보를 보완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예측치 못한 임의의 지점에서 발

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험도까지 고려함으

로써 의사결정 구조를 위한 충분한 정보의 양과 

질을 담보 할 수 있는 새로운 예측수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그동안 육안점검과 경험에 의존해왔던 

방식을 탈피해 과학적이며, 정량적인 위험예측

을 통해 초기 투자비 및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

화하며, 비용부담을 이유로 안전의 문제가 정착

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을 해소함으로써 피해

경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센서가 손·망실 된 경우, 드론과 기설치된 

지상기준점들을 활용함으로써 수동측정이 항상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해로 인해 정전・

통신망 단절의 경우에도 지속 가능한 용장성(冗

長性: redundancy)을 지닌 관측시스템으로의 

기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

1) 제7차 비상경제회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

대회, 관계부처 합동, 2020.07.14.

2)‘상시계측시스템’설치사업은 현재까지 10

년 동안(2002~2012년),매년 15~20억으로 

총 200억 이상 투입되었음.

3) 지상기준점 5개소에 대한 입력값은 영상 촬

영 일시의 GNSS 좌표계로서 해당 일자의 

평균값임.

4)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제9

조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8-1075호, 

2018. 3. 30., 제정.]

5) RTK 지오테깅에 나타난 촬영고도는 227.475m 

(249.265m-21.79m)이며, GNSS No.2의 

고도(z축)는 223.164m(표 6)이다. 계산에 

사용된 21.79m는 지오이드고 임.

Number of Keypoints/Image Number of Matched Keypoints/Image 

Median 56238 5785

Mean 58022 6390

TABLE 10. Keypoints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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