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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사면의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획득을 위하여 수치사진측량기법을 이용한 실험결과

를 제시한 것이다. 근거리 디지털 상을 도로 암반사면의 모니터링에 적용하기 위하여 수치사진

측량 워크스테이션 상에서 수치고도모형(DEM) 및 정사 상을 작성하고, 3차원 모델링 등 실제적

인 사면의 형태를 시각화하 다. 

이러한 수치사진측량 생성자료들은 기존 사면의 형태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여 각종 

공학적 데이터를 추출하고 사면의 DB화 및 사면의 진단과 평가를 위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근거리 사진측량, 사면 가시화, 스틸비디오 상, DEM, 수치정사사진, GIS, 3차원 모델링

ABSTRACT

This study demonstrates the experiment based on digital photogrammetric processing for acquiring 

data related to slope monitoring. To apply close-range digital photos for monitoring road rock slopes, 

digital elevation models and digital orthophotos were generated and 3D modelling was conducted for 

the visualization on a digital photogrammetric workstation.

These digital photogrammetric products can be utilized as objective and scientific data not only for 

surveying and analyzing the sha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lopes but also for extracting various 

engineering data for building the database of the slopes and making the safety diagnosis of the slopes. 

KEYWORDS : Close-Range Photogrammetry, Slope Visualization, Still-Video 

Imagery, DEM, Digital Orthophoto, GIS, 3D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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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지가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한정된 공간

에서 사회기반시설과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개발이 확대되면서 도로 및 각종 구조물, 대형 

건축물 등의 산업인프라가 산악지역에 입지하게 

됨에 따라 수많은 사면이 건설되고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방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산

업 전반에 걸쳐 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물

리적 상황에 대한 변형측량에 관한 성과들이 국

내외에서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David, 2001). 

이와 더불어 수치사진측량의 결과물을 기본자료

로 활용하여 사면의 형태와 특성을 쉽게 파악하

고 분석하여 각종 정보를 추출함은 물론 사면의 

모니터링을 위한 GIS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

는 국내외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근거리 사진측량에 의하여 암반

사면의 불연속면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벡터지

도 작성방법을 제시하 으며, 3차원 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암반사면의 절리측정 방법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강준묵 등, 2003; 이승호 

등, 2005). 건설기술연구원(2001)에서는 도로사

면의 무인감시시스템에 도로사면의 변화량 및 

붕괴 유무를 측정하기 위한  CCD 카메라와 

상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을 개발, 적용

한 바 있다.  

최근에는 3차원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도입

하여 사면에 대한 3차원 모델링에 적용하 는데 

측량할 범위를 결정하고 간격을 설정하면 레이

저 스캐너가 1초당 수 천회의 측량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전체사면을 30∼50mm 간격으로 스캐

닝을 실시하며, 정 조사구간에 대해서는 2∼

3mm 단위로 정  측정할 수 있다. 암반사면의 

DB화 및 3차원 표현기법의 개발로 암반사면 방

향성의 절리면의 경사 및 경사방향, 절리면(크

기) 간격, 절리면 연속성, 절리면 거칠기, 예상 

활동면의 확장 등을 정 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암반사면 조사자료의 객관화, 조사기

간의 단축, 조사경비의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곽 주 등(2005)은 접도사면의 유지관리에 

따른 재해예방 차원에서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하

여 Face 매핑을 통한 외형적 분석결과를 취득

하고 그 결과를 외적 안정성 평가의 기준으로부

터 붕괴발생 사면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발표하 다(곽 주 등, 2005). 

그러나 3차원 레이저스캐닝 기술은 장비의 

고가로 인해 이를 통한 성과 또한 고비용을 요

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치사진측량 기법을 

통하여 사면 모니터링 자료를 획득하고 3차원 

모델링 등의 시각화를 구현하고자 하 다. 수치

사진측량 워크스테이션 상에서 사면의 DEM 및 

수치정사사진을 생성하고, 3차원 모델링 등 실

제적인 사면의 형태를 시각화하 다. 그리하여 

기존사면의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각종 공

학적 데이터를 추출하고 사면의 진단과 평가를 

위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수치 상데이터 획득

1. 스틸비디오 카메라

본 연구에 사용된 Kodak DCS200은 Nikon 

8008s 35mm 카메라 몸체(body)와 카메라 백

(back)으로 이루어져 있다13.8mm×9.2mm. CCD

센서의 해상도는 1524×1012 화소(pixel)이고 

CCD 칩(chip)의 크기는 로서 35mm 필름면적의 

약 15%에 불과하며, 화소의 크기는 9㎛×9㎛이

다. 센서의 각 화소들은 렌즈를 통과한 특정한 

양의 빛을 받아들여 저장하게 되고 이 데이터는 

아날로그 형태로 센서 칩으로부터 디지털 형태

로 변환되어 저장된다(Fraser, C.S.와 Shortis, 

M.R., 1995; 이진덕, 1996).

 
2. Network 디자인

본 실험대상인 도로사면은 실험 당시(2002년 

6월) 경북 구미시에 산업단지 진입로 6차로 공

사구간에 위치하는 120m(L)×15m(H)의 암반 절

개사면구간 중 길이 33m, 높이 6m의 부분에 해

당한다. 직각수평촬  네트워크에 의해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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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낸 사면을 피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중

복도, 입체모형수 및 해상도 등을 고려하여 촬

거리 13m에서 그림 4와 같이 11점의 촬 지

점을 선정하 다. 카메라의 roll 회전이 0o 인 

표준상태에서 지면으로부터 카메라 높이 2.5m

에서 인접 사진간의 중복도 70%를 유지하도록 

계획하 다.

FIGURE 2. The object slope area

타겟의 크기는 두 가지 유형의 네트워크상 

13m의 촬 거리로부터 수치사진을 취득하 을 

때 타겟이미지의 직경이 7∼15 화소(pixel)의 크

기로 나타나도록 반사테이프(retro-reflective 

tape)를 재료로 하여 직경 50mm의 원형 타겟을 

제작하 다. 특히 토털스테이션에 의한 타겟의 

3차원 측량을 겸용할 수 있도록 원형타겟 내부 

중앙에 토털스테이션 전용 반사타겟을 부착하여 

제작하 다. 

FIGURE 4. Retro-reflective target

사면에 총 80여개의 타겟을 전면에 고르게 

배치하여 직각수평촬  네트워크상에서 한 입체

모형 당 최소 9점 이상의 대상점들이 나타나도

록 종횡비를 고려하여 분포시켰다(그림 5).  

카메라에 20mm 광각렌즈를 장착하고 카메

라의 안정된 기하학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점조절링을 ∞에 고정시켜 축척 약 1:650의 

수치사진 11매를 취득하 다. DEM 및 수치정

사사진의 생성 시 신뢰도에 절대적인 향을 미

칠 수 있는 기준점으로서 반사타겟들의 위치가 

정확히 사진 상에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FIGURE 1. DCS200 still-

           video camera 

FIGURE 3. Photographing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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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on SB-26 후레쉬를 사용하여 수동모드에서 

최적촬 조건을 결정한 후 본 촬 을 실시하

다.

3. 기준점 측량

사면으로부터 20m 전방에 사면과 대략 평행

한 기선을 설치하고 기선의 좌측단을 원점(0, 0, 

0)으로 하여 기선방향을 X축, 사면쪽 방향을 Y

축, 연직방향을 Z축으로 하는 3차원 직각좌표계

를 설정하 다. 약 80점의 타겟들 중에서 No.11, 

No.22, No.23, No.27을 변형과 무관한 고정된 

점으로 간주하여 광속조정법(bundle adjustment 

method)을 이용한 사진삼각측량(photo 

triangulation)의 기준점으로 정하고 기선 양단

에 토털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이들 4점의 3차원 

좌표를 관측하 다. 

데이터 처리

1. 광속조정에 의한 사진삼각측량

수치사진의 모든 타겟이미지 측정은 밝기값 경

중률(intensity weights)을 고려한 Centroiding 기

법에 의한 digital mono-comparato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 측정하 다. 수치 상에서 타겟이

미지를 7∼15 화소의 크기로 얻도록 촬 하 기 

때문에 기준 역의 크기를 16×16 화소로 설정하여 

상좌표를 측정하 다.

직각수평촬  네트워크에서 얻은 수치사진을 

통하여 78점의 대상점들에 대한 광속조정에 의해 

취득된 78개의 타겟좌표들은 수치사진측량 워크스

테이션 상에서 DEM과 수치정사사진을 생성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사용되게 된다. 광속조정법으로 

처리하여 얻어진 실제 대상공간에서의 3차원 좌표 

정확도는 평균제곱근오차(RMSE) 0.21∼0.47mm의 

범위에서 나타났다. 수치사진측량 워크스테이션

(DPW)은 주로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의 처리에 

의한 위치결정 및 도면작성에 적합하도록 좌표계

(E,N,H)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근거리 사진측량의 대상공간 임의좌표계(X,Y,Z)로 

얻은 78점의 기준점 좌표들에 대한 수치사진측량 

워크스테이션 상에의 사용 편의를 위해 좌표계를 

변환해 주었다(그림 6). 

FIGURE 6. Coordinate transformation

Before ( by phototriangulation)

X

T h e  o b j e c t

vertical
Z

Y
After ( on the DPW )

vertical
H(150-Y)

N(Z-50)

E(X)

2. DEM과 수치정사사진의 작성

사진 상의 크기(403.2mm×267.7mm), 화소수

(1524×1012 pixel) 및 촬 거리(13m)를 고려하

FIGURE 5. Target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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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산된 화소의 크기는 0.256mm, 이에 대응하

는 공간해상도는 약 5.77mm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모델 별로 DEM을 생성하 으며, 이 때 

DEM 간격은 처리데이터의 용량과 처리시간 등

을 고려하여 공간해상도 5.77mm 보다 큰 값인 

10mm로 처리하 다. 불연속적인 점들과 실제지

형에 맞도록 적당한 점들을 추가하여 더욱 세

한 DEM을 추출하 다. 표정작업 과정, 에피폴라 

상재배열, 상정합 과정을 거쳐 11개의 입체

모형에 대하여 각각 DEM을 생성하 다.

그림 7은 등시차 곡선을 통한 DEM의 편집과

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등시차곡선과 정합점을 바

탕으로 수정작업을 거친 후 편집 모듈인 DEM FC

를 이용하여 각각의 입체모형당 불규칙삼각망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 TIN)을 재구성

하고 수정된 DEM을 생성하게 된다. 그림 8은 

TIN을 통한 DEM 재생성작업을 나타낸 것으로서 

편집과정이 끝나면 동일한 모듈에서 대칭점을 찾

아내고 이를 추가하여 다시 TIN을 구성한 후 

DEM을 재생성하게 된다. 생성된 DEM을 바탕으

로 그림 9와 같이 높이 값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와이어프레임(wireframe) 상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림 7∼그림 10은 11매의 수치사진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10조의 입체모델 중 어느 한 모델(Model 

#3)로부터 DEM 및 수치정사 상을 추출하는 과

정을 제시한 것이다. 

FIGURE 7. DEM editing

     

FIGURE 8. TIN reconstruction

FIGURE 9. DEM wire frame image  

FIGURE 10. Digital orthophoto       

  중심투  원리에 의해 촬 된 사진에는 카

메라의 자세와 지형기복으로 인한 피사체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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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정사투  

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미분편위수정이라 하

며, 이 과정에 있어 DEM의 정확도는 정사사진

의 정확도에 매우 큰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

소가 된다. 미분편위수정 과정을 통하여 축척 

1:22, 공간해상도 5.77mm의 수치정사사진을 생

성할 수 있었다.

3. 모자이크 상의 정확도 분석

각 입체모델 별로 생성된 DEM과 수치정사

사진들에 대하여 모자이크 작업을 하여 전체지

역의 DEM 및 수치정사사진을 작성하 다. 그

림 11은 대상사면 전체의 DEM을 와이어프레임 

상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12는 지형의 기

복과 형태를 잘 묘사하기 위하여 DEM으로부터 

0.1m 간격의 등고선을 생성하여 수치정사사진 

위에 중첩 표현한 것이다.  

그림 13은 수치정사사진의 정확도를 검증하

기 위하여 기준점으로 입력된 78개의 타겟들을 

검사점으로 수치정사사진에서 취득한 X,Y 좌표

와 수치사진측량 워크스테이션(VirtuZo)의 IGS 

Digitize 모듈에서 취득한 Z 좌표를 입력된 기

준점 좌표와 비교하여 각 점에서의 차를 나타낸 

것이다. 대상점 No. 15, 57, 68, 74, 75를 제외한 

기준점들은 모두 0.05m 이내의 오차를 보 으

며, 전 대상점들에 대한 RMSE는 ΔX=0.012m, 

ΔY=0.013m, ΔZ=0.039m으로 나타났다. 수치정

사사진에서 추출한 X, Y 좌표는 30mm 이내의 

오차를 보이는데 비하여 Z값은 150mm까지의 

오차를 나타냈다. 이는 수치사진 취득시 사진의 

왜곡, 그리고 DEM 정합시 경계의 불일치 및 

고저차의 표현에서 중첩되는 부분의 오차에 기

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4는 생성된 수치정사사진의 각 기준점별 

평면오차를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모니터링 지

역 내의 기준점의 경우 다른 기준점들에 비해 큰 

오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부분이 기복이 심

하고 사면의 형태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정합라

FIGURE 11. DEM wire frame image of the test slope area

FIGURE 12. Contours overlaid on the mosaicked digital ortho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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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및 정합 역의 오차와 DEM 접합 시 생기는 

오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4. 3차원 모형화 및 지형분석

4.1 3차원 모형화

수치정사사진은 2차원이므로 지형의 기복형

태나 굴곡 등 다양한 요구에 대한 표현이 어려

운 단점이 있다. 이에 수치정사사진을 DEM에 

재배열하여 실제 지형에 대하여 다양한 시점에

서의 표현이 가능한 3차원 모형을 생성하 다. 

그림 15는 대상사면 전체의 3차원 모형을 나타

낸 것이다. 3차원 모형에 의해 방향이나 고도를 

달리한 다양한 시점(view point)에 의한 표현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은 사면의 유지관리, 설

계, 개발 등을 수행함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4.2 사면의 지형 분석

지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주변  GIS를 

통한 지도모델(cartographic model)의 생성과 

지형분석은 공간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련 

주제도와 연산명령어들을 논리적으로 배열시

킨 공간분석의 한 기법이라 할 수 있다(유명

환 등, 2000). 지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주변

의 고도값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가장 보편화

된 변수는 경사(slope)와 방향(aspect)이다. 여

기서 고도란 높이가 아닌, 촬 의 거리방향으

로 사면이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기복의 정

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사진측량 워크스테이션의 

작업과정에서 생성된 0.1m 간격의 등고선 자료

를 이용하여 Arc/View 3.2 GIS 프로그램에서 

지형분석을 행하 다. 입력된 등고선으로부터 

TIN 방식의 자료를 형성한 후 높이값이나 경사

FIGURE 13. The accuracy of digital ortho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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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The plane accuracy of digital ortho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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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갖는 0.01m×0.01m의 셀(cell)로 grid 모델

을 구성하여 분석하 다.   

1) 사면기복 분석

사면의 형태와 붕괴 및 낙석 등의 위험요소

들은 지형, 암질, 토질, 지질구조, 지하수 등과 

같은 자연환경적 요인과 절토, 성토 등의 인위

적 요인으로 들 수 있으며, 이중 절토에 의해 

생성된 사면은 기복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게 된

다. 여기서 사면기복의 분류기준은 지형변화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0.5m 간격으로 설정하여 

그림 16 및 표 1과 같이 기복분석의 결과를 나

타내었다. 

2) 사면 경사분석

지형요인 중 사면의 경사는 일정거리에 대한 

두 지점간의 고저차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지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며, 사면에

서 물질의 추진력(driving force)에 크게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보다 경사가 급한 지

역의 위험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경사도 분석은 

총 9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빈도와 면적 

및 발생률을 그림 17과 표 2에 나타냈다.

FIGURE 15. 3D visualization of the slope 

FIGURE 16. The relief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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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lief analysis 

Table 고도(m) 발생율(%) 빈도(0.01×0.01) 면적(m
2
)

25-25.5

25.5-26

26-26.5

26.5-27

27-27.5

27.5-28

28-28.5

28.5-29

29-29.5

14.78

14.73

13.97

13.92

13.62

11.97

10.93

3.76

2.34

265,909

264,993

251,429

250,520

244,965

215,480

196,616

67,589

42,064

26.59

26.5

25.14

25.05

24.50

21.55

19.66

6.76

4.21

계 100.00 1,799,565 179.96

TABLE 2. The Gradient analysis 

Table 경사도(%) 발생율(%) 빈도(0.01×0.01) 면적(m
2
)

0-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100

 20.63

1.99

21.05

10.27

35.65

6.73

1.85

1.48

0.36 

371,164

35,740

378,860

184,756

641,580

121,044

33,336

26,648

6,412

37.12

3.57

37.89

18.48

64.16

12.10

3.33

2.66

0.64

 계 100.00 1,799,540 179.95

FIGURE 17. The gradient analysis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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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스틸비디오 카메라로 취득된 수치사진을 이

용하여 도로 절개사면에 대한 DEM, 수치정사

사진 및 3차원 모형을 생성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DEM 및 수치정사사진을 이용하여 대상

지역의 등고선을 추출하고, 다양한 시점으로부

터 실제적인 사면의 형태와 기복표현이 가능한 

고해상도의 3차원 모델링을 구현할 수 있었다. 

2. 암반 사면의 기하학적 수치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치사진측량과 3차원 좌표변환 시스템

으로 취득한 78점의 기준점을 수치사진측량 워

크스테이션(DPW)에 입력한 후 생성된 수치정

사사진과 비교한 결과, X에서 0.012m, Y에서 

0.013m의 RMSE를 나타냈으며, 수치사진측량 

워크스테이션의 도화작업에서 얻어진 Z값과 비

교한 결과, Z에서 0.039m를 나타냈다. 

3. 수치사진측량에 의해 획득한 공간 상 데

이터 및 3차원 위치데이터를 통하여 절개사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GIS시스템의 프레임워크

(framework)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사면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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