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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en pit mines for limestone mining requir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efforts to prevent safety 

accidents due to rapid deterioration of the slope due to deforestation and rapid changes in the topography. 
Accurate three-dimensional spatial information on the terrain should be the basis for reduc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safe development of open pit mines. Therefore, this study constructed spatial information about 
open pit mine using UAV(Unmanned Aerial Vehicle) and analyzed its utility. images and 3D laser scan data were 
acquired using UAV, and digital surface model, digital elevation model and ortho image were generated through 
data processing. DSM(Digital Surface Model) and ortho image were constructed using image obtained from 
UAV. Trees were removed using 3D laser scan data and numerical elevation models were produced. As a result of 
the accuracy analysis compared with the check points, the accuracy of the digital surface model and the digital 
elevation model was about 11cm and 8cm, respectively. The use of three-dimensional geospatial information in 
the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field will greatly contribute to effective mine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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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석회석 채광을 위한 노천광산에는 산림훼손과 지형의 급격한 변화로 급경사의 절개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파괴를 줄이고, 노천광산의 안전한 개발을 위해서
는 정확한 3차원 지형정보를 제작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사진촬영 및 3D 레이
저 스캔을 수행하고, 노천광산에 대한 지형정보를 구축하였다. 무인항공기로 취득된 데이터의 처리를 통해 DSM 
(Digital Surface Model), DEM (Digital Elevation Model) 및 정사영상을 제작하였으며, 결과물을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측량성과와 비교하여 정확도를 평가함으로써 활용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
과 사진 및 3D 레이저 스캐닝 결과물의 정확도는 각각 11cm, 8cm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정확도 평가 결과와 데이터
의 특징 분석을 통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노천광산의 지형정보 구축에 대한 활용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향후 광
물자원 개발 분야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정확한 3차원 지형정보의 구축 및 활용은 효과적인 광산관리 및 안전사
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핵심어 : 노천광산, 무인항공기, 수치표면모델, 수치표고모델, 정사영상, 정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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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노천광산은 지표에 노출된 광산으로 토지의 표면에서부터 
깊지 않은 곳에 발달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는 방식으로 운
영된다(Yun and Sung, 2018; Yun et al., 2018; Park and Um, 
2018). 노천광산은 20m정도의 단을 만들어 광물을 채굴하게 
되는데, 각 단은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이며, 생산된 광물을 운
반하는 통로로도 이용된다. 노천광산은 대부분 광산의 규모
가 크고, 고지대에 위치한다. 노천광산의 장점은 갱내채굴에 
비해 회수율이 높고, 생산성이 높다는 것이며, 단점은 환경의 
파괴가 크고,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Bae et al., 2018; 
Lee, 2018; Lee and Sung, 2018; Lee et al., 2018). 
우리나라의 비금속 자원은 석회석, 규석, 납석, 불석 등이 
있으며, 이 중 석회석이 가장 많이 부존되어 있다(Kim and 
Yoon, 2018; Kim et al., 2018). 석회석의 추정 매장량은 67억 
톤으로 전체 비금속 광물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시멘트, 
종이, 유리, 비료를 비롯한 제철, 제강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되고 있다(Kim et al., 2018).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한 석회석 산업은 과거부터 대부분 시멘트 원료 및 철강산업에 
사용됐다(Do et al., 2018). 하지만 최근 고품위 광석을 위주로 
부가가치가 높은 식·의약품이나 유리, 각종 충전용 분체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품위 석회석 자원의 수요가 늘면서, 부존
지역을 중심으로 탐사 및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18; Baek, 2018; Shin, 2018).
노천광산은 산림 훼손과 노천광산은 급경사의 절개면 공사
로 산림 훼손과 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여 개발에 반대
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산림훼손 및 안전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고자 꾸준한 기술개발과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Kim et al. 2018). 노천광산으
로 인한 환경파괴를 줄이고, 안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지형에 대한 정확한 3차원 지형정보가 기반이 되어야 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노천광산에 
대한 지형정보를 구축하고, 정확도 평가를 통해 노천광산 개
발 및 안전관리에 무인항공기의 활용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ig. 1은 연구흐름도를 나타낸다.

Fig. 1. Study flow

2. 연구대상지 및 데이터 취득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노천광산의 사진촬영 
및 3D 스캔 데이터 취득을 위해 충청북도 일원의 노천광산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석회석 광산으로 노
천광산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Fig. 2는 연구대상지
를 나타낸다.

Fig. 2. Study area

연구대상지의 데이터 취득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사진
촬영 및 3D 레이저 스캐닝이 수행되었으며, 사진촬영에는 D
사의 UX11 무인항공기기를 이용하였으며, 3D 레이저 스캐
닝은 Y사의 SurveyorUltra를 이용하였다. Fig. 3은 UX11과 
SurveyorUltra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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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X11(Delair-tech Inc)
(a) UX11(Delair-tech Inc)

(b) SurveyorUltra(YellowScan LiDAR)
Fig. 3. UX11 & SurveyorUltra

촬영된 사진에 대한 자료처리를 위해 5점의 GCP(Ground 
Control Point)를 측량하였으며, 3D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 처
리를 위해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기준국
을 설치하고, 1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사진촬영은 
1.6km × 1.4km 지역에 대해 UX11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3D 레
이저 스캐닝은 0.5km × 0.2km의 일부 영역에 대해 데이터를  
취득하였다. Fig. 4는 각각의 비행계획을 나타내며, Table 1은 
GCP 성과를 나타낸다.

Fig. 4. Mission plan for UAV image & LiDAR

Table 1. Coordinate of GCPs

N(m) E(m) H(m)
316954.69 497894.17 494.09
316445.42 497932.11 365.84
316678.57 497434.46 353.23
317317.81 497706.71 606.85
316982.73 498161.03 531.13

3.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무인항공기를 통해 취득된 사진 및 3D 레이저 스캐닝 데이
터는 데이터 입력, 경로처리, 지형모델의 생성 및 정사영상 생
성 단계로 수행되었으며, UAV 사진은 데이터 입력, 항공삼각
측량, 지형모델생성, 정사영상 생성의 단계로 수행되었다. Fig. 
5는 데이터 처리 과정이며, Fig. 6과 Fig. 7은 영상 및 3D 레이
저 스캐닝 데이터 처리 화면을 나타낸다.

(a) UAV data processing

(b) 3D Laser Scanning
Fig. 5. Data processing flow

Fig. 6. Image data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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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3D scanning data processing

사진에 대한 데이터 처리를 통해 DSM 및 정사영상이 생
성되었으며, 3D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 처리로 포인트클라우
드 형태(*.las)의 수치지형모델을 생성하였다. 무인항공기를 
통한 3차원 지형정보의 생성은 기존의 측량방법에 비해 빠
른 속도의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
동화된 자료처리를 통해 성과물을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
다. Fig. 8은 사진에 의한 DSM과 정사영상이며, Fig.9는 3D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 처리 결과를 나타낸다.

(a) DSM

(b) Ortho image
Fig. 8. DSM & ortho image

Fig. 9. 3D laser scanning result

연구를 통해 구축된 성과물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 레이
저 스캐닝 지역을 기준으로 배치와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25점의 검사점을 선정하고, GNSS를 이용한 VRS (Virtual 
Reference Station) 방법으로 취득한 검사점 성과와 사진으로 
생성된 DSM 및 3D 레이저 스캐닝 성과를 비교하였다. 점사
점의 위치는 Fig. 9에 나타내었다. 정확도 분석은 높이 값에 대
해 이루어 졌으며, Table 2에 사진과 3D 레이저 스캐닝의 정확
도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정확도 분석 결과 중 잔차 값은 
절대값을 나타낸다.
사진과 3D 레이저 스캐닝 방법으로 생성된 지형모델의 정
확도는 각각 11cm와 8cm 정도로 나타났다. 3D 레이저 스캐
닝 방법이 다소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두 방법 모두 축
척 1:1,000 수치지형도의 허용정확도를 만족하는 결과를 나
타내어 노천광산의 지형정보 구축에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은 축척 1:1,000 수치지형도의 허용
정확도를 나타낸다. 

Table 3. Permissible accuracy for numerical 
mapping(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Item Description

Contour
Maximum error(m) 0.6

RMSE(m) 0.3

각 방법으로 구축된 지형모델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하였다. Fig. 10에 나타낸 일부 지역
은 식생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사진을 통해 생성된 DSM은 지
면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의 경우 지면에 
대한 데이터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3D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
의 경우, 식생뿐만 아니라 지면에 대한 데이터가 함께 취득될 
수 있다. 3D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는 Fig. 11과 같이 식생을 구
분하고, 지면에 대한 데이터만을 추출함으로써 DEM을 구축
할 수 있기 때문에 광산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성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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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intcloud from image

(b) Pointcloud from 3D laser scanner
Fig. 10. Comparison of point cloud

Fig. 11. DEM generation using 3D laser scanning data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노천광산에 대한 
지형정보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활용성을 분석하고자 하였
으며,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무인항공기를 통해 취득된 사진을 이용하여 수치표면모

델 및 정사영상을 구축하였으며, 3D 레이저 스캔 데이
터를 이용하여 수목을 제거하고, 수치표고모델을 제작
하였다.

2.  검사점과 비교한 정확도 분석 결과 사진 및 3D 레이저 스
캐닝 결과물의 정확도는 각각 11cm, 8cm 정도를 나타내
었으며, 이는 축척 1:1,000 수치지형도 구축의 허용정확
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무인항공기 사진 및 3D 레이저 스
캐닝을 이용한 노천광산의 지형정보 구축이 충분히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3D 레이저 스캐닝 데이터는 식생과 지면에 대한 데이터
가 함께 취득될 수 있으며, 데이터 분류를 통해 DEM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광산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를 위
한 자료로 활용성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4.  향후 광물자원 개발 분야에 3차원 지형정보의 활용은 
효과적인 광산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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