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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rea is a slope in Dogye-eup, Samcheok-si, Gangwon-do. The cutting method was applied 

to this slope for stabilization in 2009 due to the influence of the waste-rock dump located at the top of 

slope. Recently, soil cracks and creep have occurred on this slope, and the drainage channel was 

damaged. Therefore, it was analyzed the topography change through photogrammetry using a UAV. 

Orthophotos were taken in April and October 2019 respectively. From the Orthophots, Digital Surface 

Model (DSM) was extracted. Time series analysis was performed by comparing each DSM. The 

topography of October was pushed forward while maintaining the topography of April. Through these 

features, it is judged that the soil creep is occurring in this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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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연구지역인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사면은 지형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2009년 사면 절취공사를 수

행하여 사면경사완화공법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사면의 상부에 위치한 폐석적치장의 영향으로 2개월 

뒤 절취사면의 상부를 확장하여 안정성을 도모하였다. 최근 사면 하부에 위치한 옹벽의 배부름 현상이 

발견되고 절취사면의 균열이 나타나 지형변화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UAV를 이용하여 사진측량을 수행해 지형변화가 발생하는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 2019년 4월과 10월 각각 정사영상을 추출하고 Digital Surface Model(DSM)를 추출하여 

고해상도의 지형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10월의 지형은 4월의 지형형상을 그대로 유지한채 앞으로 밀

려 나간 모습을 보여 이러한 지형변화는 땅밀림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주요어: 땅밀림, 무인항공기, 고해상도 지형정보, 수치표면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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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의 변화는 지구시스템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여 인간의 삶에 재난으로

써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비 및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변화는 그 종류가 다양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현상에 따

라 구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Varnes(1978)에 의해 산지재해 의 현상을 구분하는 방법이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이는 지

질과 유동 매커니즘을 고려하여 지형 변화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다양한 지형변화 중에서도 땅밀림은 완경사의 지반이 

산사태나 토석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린 거동속도로 원형 토체가 큰 파괴없이 이동하거나 침하되는 현상으로 발생원

인은 지하수, 파쇄대, 지진 등이 있다. 이러한 땅밀림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환태평양지역

을 중심으로 플레이트의 침강이나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역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몬순 지역에서는 

강수와 지진으로 인한 크고 작은 땅밀림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자연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 재해에 대한 충분한 예방조치

와 재해발생이후 신속한 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땅밀림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형의 변화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이 제시되고 있

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며, GIS를 이용하여 지형 변화가 발생한 위치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는 연구 방법(Carrara et al., 1991; Dai and Lee, 2002; Saha et al., 2010; Zhao et al., 2019), 동역학적 모델을 이용

한 산사태나 토석류의 확산 범위, 충격량 등을 예측하는 수치모델링에 관한 연구 방법(Shieh et al., 1996, Rickenmann et 

al., 2006, Jiang et al., 2011; Mast et al., 2014, Nikooei and Manzari, 2020), 실제 현상을 재현하기 위한 실험 연구 방법

(Moriwaki et al., 2004; Francesca et al., 2014; Iverson, 2015)등이 있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UAV를 활용해 

사람이 접근하여 확인하기 힘든 지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에 유리해졌다. 따라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반활동 지역

이나 산지지역에 대해 UAV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Kwon(2016)은 한국 제주도의 미지형의 근접 촬

영을 통한 단위 지형의 특징을 파악, Choi et al.(2016)은 한국 강릉지역의 사빈지역의 시계열 측정에 따른 지형 변화 탐지, 

Dewez et al.(2016)은 절벽 지형의 정보의 구축에 따른 위험지 분석, Oh et al.(2017)은 갯벌의 UAV 촬영을 통한 시계열 

공간 지형정보 생성 등 다양한 지형의 정보를 구축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UAV를 이용하여 땅밀림이 발생하는 사면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에 

위치한 해당 사면은 과거 선행 연구자에 의해 안전성 조사 및 검토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Kang et al.(2005)는 사면안정해

석을 통해 평상시, 건기시, 우기시의 원호활동을 해석하여 우기시의 안전율이 0.78로 도출되어 붕괴발생의 위험이 높아 

옹벽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Cho et al.(2011)은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석탄 폐석 적치로 지형 고도가 20~49 m 

상승하였음을 분석하였고, 하중으로 인한 하부 사면의 지형변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면절취의 필요성을 제안

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선행연구의 결과로써 사면의 절취를 통해 안정성을 도모하였으나, 최근 절토사면에 인장균열의 발

생과 배수로의 이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형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면 안정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UAV를 

이용한 사진측량을 통해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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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은 한국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지역의 사면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Fig. 1). 연구지역의 사면은 과거에 소규모 

붕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사면안정화가 요구되어 사면경사완화공법을 적용하였다(Cho et al., 2011). 또한, 절토사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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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기준으로 횡단 및 종단배수로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사면안정화 공법이 적용된 절토사면에서 지속적인 지형변화로 

인해 인장균열, 표토유실, 배수로 이탈 등이 발생되어 사면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연

구지역으로부터 상부 약 150 m 지점에 위치한 폐석 적치장으로 인한 하중의 영향일 수도 있다. 토층이 압축이 되고 적치

장 경사면의 하부로 지반의 밀림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폐석 적치장의 경사각은 약 34°이며, 적치장 경

사면 하부부터 정상부까지의 높이는 약 70 m, 수평거리는 약 120 m로 조성되어 있다. 폐석 적치장 아래의 절토사면의 폭

은 약 100 m, 경사는 26°, 표면적은 약 7,000 m2이다. 해당 사면의 인장균열과 지반밀림현상으로 인해 사면의 붕괴가 발생

하면 연구지역 하부 지역의 주거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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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UAV를 활용하여 사진측량을 통해 고해상도 지형자료를 생성하여 절토사면의 땅밀림 현상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ig. 2의 연구순서로 진행하였다. 선정된 연구지역의 현장조사를 위하여 UAV를 

통해 이미지 자료를 획득할 계획을 준비한다. 이때 UAV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군사지역, 

항공기 운항지역 등 제한되는 지역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UAV의 운용의 불안정, 고속이동, 바람의 영향 등으로 인한 

GPS 센서의 부정확성이 높아져 측량정보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을 커버하는 GCP를 측정 후 항공사진 측량

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2019년 4월과 10월 두차례 걸쳐서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

기 위하여 GIS를 이용해 분석하기 위한 사면 이외의 지역을 제거하고 Structure from Model(SfM)기법을 통해 3차원 지형

정보를 작성 후, Digital Surface Model(DSM)을 제작하였다. 생성된 지형정보는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 시점에서

의 지형 정보를 중첩하여 고해상도의 지형변화정보를 비교 분석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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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붕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지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Fig. 3). Fig. 3a

는 GCP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세트로 GNSS로부터 위치를 수신하기 위한 RTK 수신기와 컨트롤러 폴대로 구성되어 있다. 

30개 정도의 위성신호가 수신되고 이 중 25개 정도의 위성신호를 사용해 RTK측위를 수행하였으며, RTK정확도는 수평

으로 8 mm, 수직으로 15 mm로써 측정값의 편차(RMSE)가 최대 15 mm 이내이다. Fig. 3b는 무인항공기와 카메라를 이용

하여 지형을 측량하는 장비세트를 보여준다. 무인기, 컨트롤러,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진촬영을 통해 얻어진 정보

를 통하여 공간분석을 수행하였다. UAV의 무게는 1.4 kg, 최대이륙고도는 6,000 m, 최대속도는 72 km/h, 조정범위는 컨

트롤러부터 7 km, 비행조정시간 30분이다. UAV에 장착된 카메라는 1인치 CMOS 센서를 사용하고, 픽셀수는 21.Mpx, 

렌즈는 화각(Field of view) 84°, 초점거리는 2.8~11 mm, 101.6 × 58.1 × 41.0 mm 크기의 299 g의 무게를 지닌다.

�����	����
����	�
���
���	
�
����

�����
��������
���
	���������	���
�	������

연구지역의 사면에 대하여 2019년 4월 3일과 2019년 10월 13일 두 번의 무인기를 이용한 사진 측량을 수행하였다(Fig. 

4). 두 번의 측량 기준이 다른 이유는 4월 3일 측량시 10월 13일보다 높은 풍속을 기록하여 지형정보의 오차를 줄이기 위

해 더욱 상세하게 측량을 수행하였다. 두 번의 측량에 대한 기상정보와 무인항공 측량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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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mmetry on 3 April 2019 Photogrammetry on 13 October 2019

Study area 7,000 m2

Slope 26°

Flight height 50 m

Flight distance 1,558 m 1,007 m

Number of image 305 104

Overlap rate 90% 80%

Photogrammetry area 107 × 108 m 109 × 123 m

Photogrammetry time 13 m 26 s 5 m 10 s

Temperature 4.1°C 10.4°C

Wind speed 3.7 m/s 1.1 m/s

Humidity 30% 74%

무인기를 이용해 얻어진 사진정보에 좌표값을 생성하기 위해서 기준점이 되는 지상기준점(GCP) 측량이 필요하다. 지

상기준점은 연구지역에서 직접 측량한 기준점으로 절토사면의 수평위치(X,Y)와 높이(Z)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기준점

의 위치는 모든 사진상에 선명하고 명확하게 인식되어야하기 때문에 절토사면의 외부에 둘러싸인 도로와 절토사면 내부

의 배수로 모서리를 기준으로 GCP를 선정하였다. Table 2는 선정된 GCP의 오차율을 나타내며, 4월 3일의 RMSE값은 x, 

y, z방향으로 각각 0.034 m, 0.015 m, 0.044 m로 나타났으며 평균 RMSE는 0.031로 나타났다. 10월 3일의 RMSE값은 x, 

y, z방향으로 각각 0.032 m, 0.027 m, 0.032 m로 나타났으며 평균 RMSE는 0.030으로 나타났다. 두 측량 기준점의 오차

율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준점에 의한 두 측량정보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 �

GCP on 3 April 2019 GCP on 13 October 2019

Error X (m) Error Y (m) Error Z (m) Error X (m) Error Y (m) Error Z (m)

Tie point 1 -0.003 0.005 0.000 -0.012 0.032 0.014

Tie point 2 0.021 0.009 -0.025 -0.053 -0.032 -0.009

Tie point 3 0.047 0.022 0.037 0.012 -0.025 0.053

Tie point 4 -0.035 -0.015 -0.027 -0.044 0.015 0.038

Tie point 5 -0.043 -0.005 0.001 0.042 -0.013 -0.050

Tie point 6 -0.038 -0.027 -0.023 0.040 0.027 -0.019

Tie point 7 0.003 -0.024 -0.046 0.000 -0.038 -0.018

Tie point 8 0.051 0.008 0.094 0.018 0.025 -0.030

Tie point 9 0.027 0.010 -0.060 - - -

RMSE (m) 0.034 0.015 0.044 0.032 0.0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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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를 활용한 사진영상 취득과 GPS를 이용해 GCP를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였다. 공간

정보 구축을 위해 사진측량 이미징 기법중의 하나인 Structure from motion(SfM)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2차원 이미지 시

퀀스에서 3차원 구조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이다.

Fig. 5는 3차원으로 구현된 정보를 나타낸다. 4월 3일과 10월 13일 생성된 지형정보의 해상도는 각각 1.87 cm와 1.98 

cm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비행거리, 중첩률, 이미지 수 등 사진 촬영옵션이 다르고 환경적인 변수, 특히 바람의 영향

으로 인해 수집된 포인트 클라우드 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4월 3일의 영상이 10월 13일의 영상보다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진 1장당 2D point의 수는 10월 3일보다 약 11,000개 작았으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높은 중첩율과 다수

의 사진 촬영으로 인해 10월 13일보다 약 0.1 cm 높은 해상도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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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mmetry on 3 April 2019 Photogrammetry on 13 October 2019

Average number of 2D points per image      48,018      59,398

Total number of 2D images 7,905,817 2,153,282

Total number of 3D images 1,277,746 621,734

DSM resolution (cm) 1.87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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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지형정보를 이용하여 약 6개월동안 변화된 지형을 분석하였다. UAV로 촬영한 전체 면적 중에서 절토사면 부분

만 추출하여 4월 3일 DSM과 10월 13일의 DSM을 중첩하여 비교분석하였다(Fig. 6). 두 시점에서의 고도값을 비교하였

을 때, Fig. 6a와 같이 절토사면의 왼쪽 하단부에 변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형의 변화가 높은 부분인 

절토사면의 하단부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수직단면 1개소와 배수로부분이 위치한 수평단면의 2개소의 지형변화를 비교

하였다(Fig.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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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에서 설명한 대표 수직단면의 변화량은 Fig. 7에 나타내었다. 실선은 4월 3일의 고도값을 의미하고, 점선은 10월 

13일의 고도값을 의미한다. 경사면과 수평면이 번갈아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평면은 절토사면의 안정을 

위한 소단을 의미한다. 소단개수는 총 4개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아래쪽에 위치한 두 개의 소단에서의 지형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7의 소단에 표시된 2번과 3번은 Fig. 6의 2번과 3번의 위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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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그래프를 통해 4월 3일과 10월 13일의 고도값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해, 절

토사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반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나타낸다. 즉, 지반의 변형이 융기나 침하가 아닌 

수평한 방향으로 밀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 본 연구지역의 지형변화는 땅밀림으로 판단된다. 해당 단면에서의 최

대 밀린 거리는 1.39 m로 나타났으며, 6개월간 지형의 변화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최대 0.7 cm의 평균

적인 변화를 의미하여 매우 빠른 속도의 땅밀림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밀림이 발생한 것은 단면의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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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균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직단면 상부의 인장균열을 확인하고자 약간의 균열이 발생한 지점을 확

인하였으나, 방수포로 덮여 있어서 인장균열이 크게 발생한 지점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방수포로 덮여있는 지점에 인장균

열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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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수평단면 2번과 3번에서의 6개월간 지형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그래프에서 x축의 0은 배수로가 시작되는 지

점이고 y축은 6개월간 변환된 땅밀림 거리를 의미한다. 실선인 2번 단면은 배수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약 14 m 지점

에서부터 땅밀림이 시작되어 36 m간 땅밀림이 발생하였으며, 평균적으로 1.17 m의 밀림현상이 나타났다. 겹선인 3번단

면은 배수로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약 15 m 지점에서부터 40 m사이에 땅밀림이 발생하였으며, 평균적으로 1.04 m의 

밀림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땅밀림 현상에 대하여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Fig. 9는 2019년 10월 13일에 촬영한 현장사진으

로 인장균열과 배수로가 이탈한 모습을 보여준다. 2019년 7월과 8월의 강우에 의해 지형변화가 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추가 인장균열이 발생하기 이전에 방수포로 응급 복구를 하였으나 땅밀림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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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면 붕괴 발생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2019년 4월 3일과 10월 13일 UAV를 활용한 고해상도 영

상 분석을 통해 지형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4월 10일에 촬영한 영상은 10월 13일에 촬영한 영상보다 풍속이 

3배정도 높아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지형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었으나 3배정도 많은 사진정보의 획득을 통해 

DSM을 생성하기 위한 포인트의 수가 2배정도 높아 DSM resolution이 1.87 cm로 10월 13일의 DSM resolution인 1.98 

cm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CP의 오차율은 3.1 cm, 3.0 cm로 약 7,000 m2의 산지사면의 넓이를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치의 오차율로 볼 수 있었다. 생성된 지형정보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약 6개월간의 지형변화는 땅밀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사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지형이 변화되고, 사면에 설치된 배수

로의 탈락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적인 UAV 사진 측량을 통해 추가적인 땅밀림의 진행 양상을 파악하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계열 기반의 변위량, 변위 방향성 등은 쉽게 파

악이 가능하지만 지표범위라는 한계성이 있다. 땅밀림은 지표뿐만 아니라 깊은 심도에서 토사가 전체적으로 서서히 이동

하기 때문에 심층의 토사 거동의 판단도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측이나 모니터링의 방법이 

있으나 높은 비용이 소모되므로, 사진측량을 통한 심층의 토사 거동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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