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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UAV) 기법을 이용한 발파암 파쇄도 이미지 분석

강대우1)*, 허원호2), 이하영1)

A Study on Rock Fragmentation Image Analysis with Aerial Photo 
by UAV 

Dae-woo Kang, Wonho Hur, Ha-young Lee

Abstract In Analysis of Fragmentation of rock blasted, The photo analysis method has been mainly used and these 
image acquisitions are mainly obtained by digital image from the front of the crushed rock. 
However, Image analysis is basically advantage of the image of planar shooting not front shooting but There is 
no way to take a photograph of huge plane rock slope.
Thus, Unavoidably It is resolved by distorting or extending the image filmed at the front as well as adjusting it 
similar to its angle of plane shooting.
Lately, With advancing unmanned aerial vehicle, It can simply image the fragment conditions of blasted rock of 
a high-definition digital image and Through it, It can acquire the most planar image to angle which accumulate 
cataclastic rock and also can make image analysis.
In this study, It has been confirmed that tolerance value of analysis result of image filmed flatly is markedly lower 
than the existing front filmed image.

Key words Rock fragmentation, UAV, Digital image analysis, Planar image

초  록 발파암의 파쇄도 분석에는 이미지 엣지 검출기법을 응용한 사진분석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들 

이미지 획득은 주로 파쇄암의 정면에서 디지털 이미지로 획득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미지 분석은 정면 

촬영이 아닌 평면 촬영 이미지를 이용하게 되어 있으나, 거대한 암반 사면을 평면 촬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정면 촬영된 이미지를 임의 왜곡 또는 확대하여 평면 촬영 각도와 유사하게 조절함으로서 

해결하였다. 근래에 이르러 무인항공기(UAV)가 발전하면서 이를 통해 발파암의 파쇄 상황을 간단히 고화질 

디지털 이미지화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파쇄암이 쌓여있는 각도에 최대한 평면인 이미지를 획득하고 

이미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용 카메라를 이용해 발파 파쇄암의 정면 

및 평면 디지털 이미지를 동시에 획득하고 각각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면 촬영된 이미지의 분석 결과가 

기존 정면 촬영된 이미지의 분석결과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발파 파쇄도, 무인항공기, 이미지 분석, 평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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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발파 파쇄도 분석에도 디지털 이미지 처리기법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 엣지 검출 방

식은 현재까지도 가장 상용화된 발파암 파쇄도 분석 

기법이며 대표적으로 Split Engineering 社의 Split 
Desktop 시리즈 및 Wip Ware 社의 Wip Frag 등이 

있다. 그러나 분석 또는 기록물로서의 이미지 획득은 

원칙적으로 평면 이미지를 사용함이 일반적이지만, 발
파 현장의 경우 그 규모의 문제로 인해 항공사진 등 

다른 수단이 없이는 평면 이미지 획득이 사실상 불가

능에 가까웠고 따라서 정면 촬영된 이미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면 이미지는 촬영 각도의 제

한에서 야기된 파쇄석 상호간의 가림, 간섭 및 음영의 

불규칙 분포 등으로 인해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기에

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근래에 이르러 무인 항공기

(UAV)와 항공 짐벌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최근

에는 누구나 손쉽게 정밀 항공 사진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무인 항공기의 촬영 기술을 

이용해 발파 파쇄석의 평면 디지털 이미지와 기존 정

면 이미지를 동시에 획득하였고, 이를 상용 프로그램

인 Split Desktop 2.0 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였다. 각각의 결과들은 큰 차이점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었으나, 최대 입도 크기와 노이즈 처리 비율에서 뚜

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최대입도의 상이점에 대해 

디지털 이미지 상의 픽셀값을 수동 계산함으로서 평면 

이미지 분석결과의 최대입도가 월등히 정확하다는 결

과를 얻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평면 이미지와 정면 이미지의 

분석 결과 차이에만 중점을 두었으며 렌즈의 화각 특

성에 따른 이미지 왜곡 및 각 이미지 해상도 차이에 

따른 디지털 엣지 검출의 오류는 무시하고 모든 디지

털 이미지를 1024 × 768 해상도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현장실험

2.1 정면 및 평면 디지털 이미지 획득

부산 국제물류 9공구 현장에서 발파 파쇄암을 대상

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수집하였다. 각각 중규모, 대규

모 발파작업 후 생산된 파쇄암 구역을 크게 3등분 하

여 임의로 분할하였고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 평면 이

미지와 정면 이미지를 동시에 획득하였다. 파쇄암 더

미의 경사각도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항공짐벌의 틸트

를 조절해 경사각의 수직 방향으로 카메라 각도를 일

치시킨 후 평면 이미지를 획득하였으며, 촬영에 사용

된 기종은 Matrice 600 기체 및 전용 짐벌 카메라 X3 
를 사용하였다. 

Fig. 3, 4 와 같이 각각의 파쇄물을 대상으로 전체 

촬영 후 임의 분할 하였다. 드론을 이용한 평면 촬영 

시에는 전체 대상물의 이미지 획득에 문제가 없으나, 
이를 정면 촬영할 시에는 촬영 각도 및 발파암 경사면

의 각도에 의해 간섭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면 촬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후 획득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구역을 분할하였다. 정
면 촬영된 이미지의 최대 능선을 기준하여 마킹을 하

고 분석 구간을 나누었다(Fig. 3(b), 4(b)).
각각의 이미지들은 3장씩 촬영되었으며 모두 Split 

Desktop Ver. 2.0 으로 파쇄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 야외 이미지 샘플링(평면) Fig. 2. 파쇄암 정면 및 평면촬영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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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a). 대상 파쇄석 전경(중규모) Fig. 3(b). 이미지 분석 구간 분할

Fig. 4(a). 대상 파쇄석 전경(대규모) Fig. 4(b). 이미지 분석 구간 분할

Fig. 5(a). 파쇄암 평면 촬영 (중규모 sector1) Fig. 5(b). 파쇄암 정면 촬영 (중규모 sector1)

Fig. 6(a). 파쇄암 평면 촬영 (중규모 sector2) Fig. 6(b). 파쇄암 정면 촬영 (중규모 sect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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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a). 파쇄암 평면 촬영 (중규모 sector3) Fig. 7(b). 파쇄암 정면 촬영 (중규모 sector3)

Fig. 8(a). 파쇄암 평면 촬영 (대규모 sector1) Fig. 8(b). 파쇄암 정면 촬영 (대규모 sector1)

Fig. 9(a). 파쇄암 평면 촬영 (대규모 sector2) Fig. 9(b). 파쇄암 정면 촬영 (대규모 sector2)

Fig. 10(a). 파쇄암 평면 촬영 (대규모sector3) Fig. 10(b). 파쇄암 정면 촬영 (대규모secto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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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쇄도 분석 결과

2차원 파쇄도 분석 프로그램 중 하나인 Split Desktop 
Ver. 2.0 을 사용하여 각각 3장씩 촬영된 이미지를 파

쇄도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규모 발파의 분석 결과 200 mm ~ 300 mm 입도

구간에서 상이점을 보였으며, 250 mm 입도에서 차이

Fig. 11(a). 정면 이미지 파쇄도 분석 결과 histogram (중규모) Fig. 11(b). 정면 이미지 파쇄도 분석 결과 cumulative (중규모)

Fig. 12(a). 평면 이미지 파쇄도 분석 결과 histogram (중규모) Fig. 12(b). 평면 이미지 파쇄도 분석 결과 cumulative (중규모)

Fig. 13(a). 중규모 발파의 파쇄도 분석 histogram 결과 추이 비교 Fig. 13(b). 중규모 발파의 파쇄도 분석 cumulative 결과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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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5 mm 이내 입도구간은 

큰 차이가 나타났다.
대규모 발파의 경우 입도 분포의 차이가 확연히 드

러났으며 특히 평면 이미지 분석 결과의 입도가 비교

적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 정면 이미지 분석 결과의 

경우 5 mm 이내 구간과 125 mm ~ 500 mm 입도구

간에서 급격한 추세 변화를 보였다. 또한 Fig. 16(b) 
전체 누적곡선 비교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평면 이미

Fig. 14(a). 정면 이미지 파쇄도 분석 결과 histogram (대규모) Fig. 14(b). 정면 이미지 파쇄도 분석 결과 cumulative (대규모)

Fig. 15(a). 평면 이미지 파쇄도 분석 결과 histogram (대규모) Fig. 15(b). 평면 이미지 파쇄도 분석 결과 cumulative (대규모)

Fig. 16(a). 대규모 발파의 파쇄도 분석 histogram 결과 추이 비교 Fig. 16(b). 대규모 발파의 파쇄도 분석 cumulative 결과 추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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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입도 분석 결과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3 현장실험 결과 분석

이미지 분석 시 토사 등 발파 쇄설물은 입도가 너무 

작아 분석에 필요한 최소 픽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종의 노이즈로 처리된다. 이러한 노이즈는 분석 시 

오차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분석 전 노이즈 

필터링을 거치는데 이러한 필터링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필터링이 필요하다. 본 실험의 분석 시 노이즈 

필터링 값은 default 값인 7 pixel 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정면 촬영된 이미지에서 노이즈 처리비율이 상대

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입자로 분류되지 못한 

체적이 더 많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노이즈 

처리 비율이 낮을수록 정확한 분석 결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규모 발파 sector 3 파쇄암의 정면 

이미지 분석 결과 P80 입도가 매우 상이하게 도출되

었는데, 이를 육안상으로 재검토한 결과 P80 의 입도

가 물리적으로 101 mm 내외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것은 과도한 노이즈 처리로 인한 전

체 입도의 급격한 감소인 것으로 추정되며 프로그램상

의 오류 혹은 정면 이미지 처리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Table 1. 이미지 분석 결과

중규모 대규모
remarks

정면 평면 정면 평면

노이즈 처리비율 (%)

sector 1 1.81 2.12 19.65 5.55 (입자의 크기가 

7 pixel 보다 작은 경우 

노이즈 처리)
sector 2 7.13 1.14 6.04 1.24

sector 3 15.50 3.11 21.99 2.78

300mm 이내 입도분포 (%)

sector 1 61.46 82.93 82.59 89.21

sector 2 69.70 94.21 67.76 81.07

sector 3 75.28 82.96 89.59 74.96

500mm 이내 입도분포 (%)

sector 1 84.30 88.37 88.70 95.91

sector 2 82.90 97.50 82.17 88.66

sector 3 81.92 86.62 90.90 83.06

P80 입도 (mm)

sector 1 454.13 413.24 239.17 301.25

sector 2 454.65 388.09 467.84 488.74

sector 3 438.14 394.23 101.94 335.07

top size (mm)

sector 1 935.42 1258.24 1321.19 1396.22

sector 2 1240.76 811.39 1016.97 1277.65

sector 3 2994.87 732.10 2458.28 1220.38

Table 2. 최대입도 비교 (pixel 대비)

중규모 대규모
remarks

정면 평면 정면 평면

최대입도(mm)
-

프로그램 분석결과

sector 1 935.42 1258.24 1321.19 1396.22

sector 2 1240.76 811.39 1016.97 1277.65

sector 3 2994.87 732.10 2458.28 1220.38

최대입도(mm)
-

수동 pixel 계산결과

sector 1 997.43 1272.72 1239.33 1337.05

sector 1 781.35 814.38 821.47 1201.76

sector 2 710.62 733.91 914.70 1218.33

평균오차(mm) 935.33 6.47 606.98 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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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촬영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쇄암의 중첩 또

는 가림 현상이 파쇄암 본래의 체적을 다 드러내지 못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평면 촬영에 비해 상대적

으로 미세 입도(5 mm 이내)부분이 다수 발생되는 것

으로 보인다.
Top Size를 분석한 결과에서 정면 이미지와 평면 이

미지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

해 이미지 상에 표기된 1.0m 스케일 바의 pixel 값을 

기준으로 재측정 하였다. 그 결과 평면 이미지상에서 

수동으로 추출한 최대 입도가 분석결과의 최대 입도와 

평균 약 93% 이상 동일하게 나왔으며, 따라서 평면 

이미지 분석결과의 최대입도는 정면 이미지 분석결과

에 비해 신뢰도가 월등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발파의 결과물로 생산되는 발파 파쇄

암의 파쇄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인항공기(UAV)를 이용한 평면 촬영 이미지 획득 

및 그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중규모 발파와 대규모 

발파 후 각각 생산된 파쇄암들을 대상으로 정면 및 평

면 디지털 이미지를 동시에 획득하였으며 이를 Split 
Desktop 2.0 으로 분석하여 파쇄입도 분포, 노이즈 비

율, P80 입도 및 최대입자 사이즈를 각각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각각 이미지의 분석 결과 파쇄입도 분포도에서 

확연한 차이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파쇄입도 분

포의 전체적인 추세는 유사하였으나, 특히 미세

입도 부분(5 mm 이내)에서 정면 이미지의 결과

는 고르지 못한 분포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정

면 촬영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쇄암들의 상

호 중첩 또는 가림에 의해 평면 촬영 이미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엣지(edge)부분이 검출되어 나

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2. 상대적으로 많은 파쇄암 엣지가 검출됨에 따라 

정면 이미지 분석에서는 보다 많은 양의 노이즈 

처리 부분이 나타났다. 노이즈 필터링은 보다 정

확한 분석결과를 얻기 위한 기법이나, 15%를 초

과하는 노이즈 처리는 분석결과 중 평균 입도를 

현저히 낮추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UAV를 이용

한 평면 이미지에서는 노이즈 부분이 5%를 초과

하지 않았다.
3. 정확도 검증을 위해 각각의 분석 결과들 중 최대

입도 부분에 대하여 수동으로 분석 후 결과를 도

출하였다. 수동 분석은 디지털 이미지 취득시 설

치한 스케일을 모니터 픽셀수로 환산한 뒤 최대 

입도를 가지는 물체의 픽셀수와 비례식을 적용하

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평면 촬영된 이미지 분석 

결과값이 93% 이상의 유사도를 보여 정면 촬영

된 이미지 분석결과에 비해 월등함을 확인하였다. 
4. 대규모 발파의 평균 파쇄도 분석에서 평면 이미

지의 분석 결과가 정면 이미지 분석결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노이즈 

비율로 인한 전체 파쇄입도 상승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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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최대입도 검증을 위한 픽셀값 비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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